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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루트가디스 수녀 (SISTER MARIA LUTGARDIS) 

 

엘리사벳 브레만(Elisabeth VREMAN)  ND 4237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 1924년 7월 3일  독일 복홀트 

서 원 : 1953년 4월 9일  뮬하우젠 

사 망 : 2015년 7월 13일   뮬하우젠 살루스 

장 례 : 2015년 7월 17일  뮬하우젠 수녀원 묘지 

 

엘리사벳 브레만, 마리아 루트가디스 수녀는 요한 브레만과, 처녀명 기센이었던 엘리사벳 

브레만의 맏이로 태어났다. 부친은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복홀트의 많은 직물 가공 공장의 한 

곳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다. 엘리사벳은 가톨릭 신앙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 두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을 때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가톨릭 초등학교와 기본 중등학교를 다녔고 재봉사로서 도제 활동을 시작했다.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네덜란드국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국가 사회주의 시절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엘리사벳은 재봉사로서 베어마흐트의 재봉실 같은 여러 회사에서 

일했고 한 과정을 수료하여 미씨오 캐노니카를 수여했다. 1946년에는 본당 어린이 집에서 

보조직을 권유 받아 그곳에서 1959년까지 노틀담 수녀들과 함께 일했다.  

1950년 7월 1일, 엘리사벳은 뮬하우젠에 있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수련기 중에는 중등 졸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사회사업 양성에 필요한 가정 경제 

시험에 통과하였다. 서원 후, 마리아 루트가디스 수녀는 1953년부터 55년까지 외트의 취학적 

아동 교사를 위한 대학에 다녔고 겔던-백스동크과 휠스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그룹 지도자로 

사도직을 했다.  

수녀는 14년간 아헨의 빈첸하임에 있는 장애 소녀들의 그룹의 리더였다. 그런 다음에는 

그곳에서 19년을 더 머물며 식당 책임을 맡았고 1993년 뮬하우젠 살루스로 이전해 왔다. 11년 

동안 새 건물 1관의 병동 주방에서 사도직을 하며 노인 수녀들과 병자 수녀들을 위한 식사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수녀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점차 쇠해갔다. 어린이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수녀들을 평생 동안 돌보았던 수녀 자신이 이제는 점차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다.   

마리아 루트가디스 수녀는 영적인 삶과 사도직 안에서 조용하고 꾸밈없었지만, 매우 주의력이 

깊고 다른 이들을 배려했으며, 자신과 사도직을 좋으신 하느님의 손에 맡기던 차분하고 겸손한 

수녀였다. 수녀는 자신의 일 외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동반했고 

후에 살루스에서도 수녀들의 방을 방문하면서 기쁘게 봉사를 베풀었다. 수녀는 늘 가족들과 

사랑으로 연락하며 지냈으며 복홀트에 있는 고향 방문을 고대하곤 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는 치매가 수녀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앗아갔지만 수녀는 스스로를 주변 

환경과 연결시켜주던 따뜻한 웃음과 발랄하고도 말없는 몸짓을 잃는 법이 없었다. 수녀의 

다정함은 동료 수녀들과 간호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었다. 7월 13일 저녁, 하느님께서 수녀를 

본향으로 불러가셨을 때, 이는 마리아 루트가디스 수녀에게 위안이요 갈망의 실현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