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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시편 18:20) 

마리아 아만디스 수녀는 물루즈(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두 명의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서 

자랐고 1940년 6월 독일의 베어마흐트 침략과 알자스-로렌 지역의 점령과 독일 제국으로의 

병합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결부된 결과들을 체험했다.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으로 미루어 마리아 

아만디스 수녀가 독일 수녀회에 입회하는 일이 특히 아버지에게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학업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여러 해를 가르치고 난 후에는 1963년 뮨스터의 스튜디넨부어제에서 

알게 된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다.  

수련기에 수녀는 뷔렌의 립프라우엔슐레에서 불어와 음악을 가르쳤다. 초기에는 체육, 생물, 

지리를 가르치기도 했다. 올 가을이면 뷔렌에서 50주년을 맞이했을 것이다.  

교육 사도직 외에도 여러 해 동안 하나뿐인 음악 교사였고 학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많은 음악 행사와 축하행사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숄레와 샤렌튼시와 학교의 연례 교환 

프로그램을 맡아 은퇴 후에도 이 일에 관여하였다. 마지막 몇 년간 관계했던 동료들은 수녀에게 

몹시 감사했는데, 특히 수녀의 언어와 지역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다.  

특별히 1997년 은퇴 후에는 이를테면 뷔렌의 본당이나 개신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등 

자원봉사 사도직에 투신했다. 수녀는 가톨릭 도서관에서 일을 돕는 일을 아주 좋아했고 

정기적으로 병자들을 방문하고 오랫동안 호스피스에서 사도직을 했다. 수녀는 불어를 배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개인교습을 해 주기도 했다.  

체력이 약해지고 있었으므로 많은 활동들을 하나 하나 포기해야 했지만 수녀는 조용히,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물러났다.  

암 판정을 받았던 파더본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입원한 후, 수녀는 7월 14일에 안넨탈 수녀원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 살아내야 했던 몇 주간 동안, 수녀는 안넨탈 수녀원에서 받은 모든 

보살핌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 수녀는 참을성있고 까다롭지 않았으며 자신이 잠깐밖에는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9월 7일 아침, 마리아 아만디스 수녀는 넓은 곳으로 자신을 데려오신” 분께로 돌아갔다. 삶의 

충만함과 천상 잔치의 축복을 누리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