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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나 성모승천 관구 

 

출 생 1945년 10월 10일 케랄라 알레피 풀린쿤누 

서 원 1971년 1월 6일 인도 비하르 파트나 

사 망 2022년 6월 16일 티루발라 푸시파기리 병원 

장 례 2022년 6월 19일 케랄라 풀린쿤누 성 마리아 성당 

매 장 2022년 6월 19일 케랄라 풀린쿤누 성 마리아 묘지 

 

메리는 마튜와 알레이쿠티 쿰팔람치라의 네 자녀 중 막내였다. 풀린쿠누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10월 13일에 세례를 받았다. 풀린쿠누의 아름다운 정경에 둘러싸여 케랄라 팜파 강둑에 있는 

신앙가득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가르멜 수녀들이 운영하는 소화 

학교에 다니다가 196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비하르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신하여 1961년에 메리 델레이 수녀와 메리 

샬리니 수녀와 함께 비하르로 향했다. 1년간 지원자로서의 공부를 마친 다음 메리는 모카마에 

있는 나자렛 간호학교로 파견되어 3년간의 일반 간호학과 1년간의 산파술, 그에 더하여 더 깊은 

경험을 위한 또 다른 1년간을 보냈다.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서 메리는  1969년 2월 14일에 

자말푸르의 수련소에 들어갔다. 지난 50년간 메리 안자니 수녀는 자말푸르, 바리야르푸르, 

셰이크푸라, 피로, 락사울(비하르), 쥬로단르(자르칸드), 솜나할리(카르나타카), 아칼푸르(잠무 

카슈미르) 등 노틀담 수녀회의 여러 건강 관리 센터에서 보건 사도직에 임했다. 보건 사도직과 

함께 15년간 여러 공동체의 분원 책임자였다.  

수녀는 2003년에 체험한 로마와 독일 순례의 기회와 관구 내 다양한 강화 쇄신 체험에 대해 매우 

감사히 여겼다. 

메리 안자니 수녀는 파트나를 떠나 친형제인 챠코 신부와 본가 방문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본가에서 금경축을 지냈다. 5월 27일, 수녀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었다. 챠코 신부와 

가족들은 수녀를 티루발라에 있는 푸시파기리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수녀는 응급실에서 면밀한 

관찰과 진료의 대상이 되었다. 관구장 보조이자 간호사인 메리 우다야 수녀가 수녀와 함께 하기 

위해 케랄라까지 여행했다. 메리 안자니 수녀는 참으로 사랑하는 조카들과 다른 가족들과 

만나고 유일하게 생존하는 형제인 챠코 신부와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두 

조카와 메리 테씨 수녀와 메리 우다야 수녀는 메리 안자니 수녀가 2022년 6월 16일 저녁 8시 

30분에 고요하고 평화로이 눈을 감을 때 곁에 있었다.  

수녀의 장례 미사는 풀린쿤누의 성 마리아 성당이며 매장은 미사 직후 성 마리아 묘지에서 

있었다. 열 한 명의 노틀담 수녀들이 장례식을 위해 풀린쿤누로 올 수 있었다. 많은 친지들과 

본당 신자들이 자리했다. 챠코 신부와 다른 세 명의 사제가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관구 본원에서는 감동적인 고별식을 했다. 수녀들은 메리 안자니 수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수녀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자기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수도자였다. 함께 사는 

이들에게 사랑의 동반자였으며 배려깊은 분원책임자였다. 우리는 사랑하는 수녀를 주님께 

봉헌하며 각 수녀들과 친지들, 하느님의 끝없는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 이 세상을 위해 수녀의 

강력한 전구를 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