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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 요한 4
마리아 요한네테 수녀는 여덟 자녀 중 막내였다. 신앙 깊은 가정안에서의 성장이 수녀를 형성했다.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고 근심없는 유년기를 보냈다. 실제적인 신앙외에도 활기참, 따뜻함, 안전은,
함께 한다는 느낌의 기본적 토대였다. 수녀가 여러 세대를 아우른 모든 친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1933 년부터 1941 년까지 마리아는 폴줌에서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그런 다음에는
오빠들이 전쟁에 징집되었기에 집안 일과 농장에서 부모를 거들었다. 1946 년부터 1947 년까지는
칼덴키르혠 근교의 로이트에 있는 우리 수녀들과 함께 요리와 가정관리를 배웠다. 마리아는 신앙을
추구했고 “보다 많은 것”을 동경했기에 수도 생활이 삶의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자문했다.
1949 년, 마리아는 뮬하우젠/저 라인지역의 노틀담 수녀회 입회를 청했다. 수도 양성이후에는 우리
수녀회의 다양한 기숙 학교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이는 수녀에게 엄청한 도전이었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했기에 받아들였다.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많은 선익을 베풀 수 있었다.
1974 년부터 1977 년까지, 요한네테 수녀는 사목자 교육을 받았는데 신앙의 전수가 수녀에게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도직에서 수녀는 여러 곳에서, 도움이 되면서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일했다.
베를린에서의 시기(1985 – 2011)는 수녀가 임한 사목 사도직의 절정이었다. 처음에는 기쁨에 찬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투신으로 본당에서 일했고, 이후의 10 년간은 노인들을 위한 사목자로 봉사했다.
수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을 위로했으며 격려했고,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도왔다. 수녀는 피정과 묵상하는 날을 제공하곤 했는데 이는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자신의
개인적 신앙과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한 묵상글을 집필해서 출간되기도 했다.
2011 이래로, 마리아 요한테네 수녀는 안넨탈 수녀원에서 지냈다. 동료 수녀에게는 개방적이고
다정했다. 수녀는 삶의 바탕을 하느님의 사랑에 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행복한 수녀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자신의 삶의 체험을 즐겨 나누었다.
마리아 요한네테 수녀의 특징은 긴 수도생활 동안 보여주신 하느님 사랑의 풍성한 표징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세였다. 수녀는 동료 수녀들과 직원들의 친절한 도움과 봉사를 감사히 여겼다.
하느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기전 마지막 며칠간, 삶을 조용히, 평화롭게 놓아버리고, 자신의 갈망을
하느님께서 곧 채워주시리라는 대림의 기대로 가득차 그분께 스스로를 내어드리릴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