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고 

 

오틸리아 마리아 수녀 (SISTER  OTTILIA  MARIA)  ND 4830 

 

이전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Sister Maria Aloísia) 

 

오틸리아 클라인(Ottilia KLEIN) 

 

 

 

브라질, 파소 푼도 성 십자가 관구 

 

출 생: 1932년 11월 24일 셀바흐 

서 원: 1953년 2월 12일 파소 푼도 

사 망: 2016년 5월 26일 나오 메 또꿰, 카사 베타니아 

장 례: 2016년 5월 27일 파소 푼도, 카사 산타 크루즈, 수녀원 묘지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인 알로이시오 클라인과 그의 아내 체칠리아 슈포르 

클라인은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안에서 가르쳤으며 결국 그 중에 세 명의 딸들이 노틀담 

수녀들이 되었다. 마리아 오틸리아 클라인 수녀에게는 관구에 두 명의 자매가 있다. 마리아 

헤드빅 수녀와 마리아 루치아 수녀이다. 형제들은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살았던 

모범에 따라 그리스도교적 가정을 이루었다. 

파소 푼도 노틀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오틸리아는 파소 푼도 청원소에 입소했고 

수련기를 지냈으며 이곳에서 서원을 발했다. 

수녀는 파소 푼도에 있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포르투갈어와 사회학에 정통했는데 

상 파울로에 있는 비오 11 세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도 했다.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다니엘 12:3) 다니엘 예언서의 이 구절은 43 년간 

노틀담 학교에서 가르쳤던 마리아 오틸리아 수녀의 삶에 매우 의미있는 말이었다. 수녀는 

오늘날 많은 우리 수녀들에게 그러했듯이 정확성과 훌륭한 수업으로 많은 학생들을 

사로잡았다.  

수녀는 자신의 삶에서 63 년을 노틀담 수도자로 살았다. 그 중 43 년간을 교사와 교리 

교사와 사서로서 노틀담 수녀회의 사도직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병자를 방문하고 신속하고 올바르게 연보를 기록하는데 헌신했다.   

수녀는 모든 지리학 수업마다 반드시 지역이나 나라의 지리적 정치적 지도를 보여주었다. 

종교 수업에는 교리에 맞추어 교의와 언어적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포르투갈어 

시간에는 능숙한 읽기와, 저자를 알아볼 수 있을만한 시낭송을 요구하곤 했다. 여러 해 동안 

음악도 가르쳤다. 수녀는 사도직 안에서 수녀회의 카리스마를 실현했으며 그와 동시에 

선하면서도 굳건했고, 쉽게 만족하지 않는 교사이면서 친절한 교사였다.    

수녀가 깊이 사랑했던 예수 성심이 수녀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충만한 생명 안에 

지켜주기를. 예수님의 모친이신 성모님께서 수녀의 모든 것, 특히 그토록 열정을 기울였던 

교리와 종교 교육에 대해 상을 주시기를. 우리는 마리아 오틸리아 수녀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해 전구해 줄 것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