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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레덴 근교 엘레빅
코스펠드 립프라우엔부르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내 소망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 허락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안나 에셀링이었던 마리아 스텔라 마리스 수녀가 1950 년대에 이력서에
쓴 내용이다. 안나는 5 번째 아이였으며, 아버지 하인리히 에쎌링이 사망하여 어머니 아델라이드 에쎌링이
자녀들과 함께 브레덴-엘레빅의 가족 농장에서 일해야 했을 때 안나는 겨우 10 살 이었다. 농장 일을 도와야
했던 것은 물론이었다! 하지만 안나는 7 남매와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적고 있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가족의 농장과 친지의 여러 가정에서 일하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정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의 본당 신부가 기록하였듯이 “깊은
경건함”은 에쎌링 가의 삶의 특징이었다. 어쩌면 이런 특징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안나는 수녀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사도직을 통해 수녀들을 알고 있었다.
결국 안나는 33 세의 나이로 코스펠드에 입회하였고 수도 양성기 이후에는 뮨스터의 기숙사
립프라우엔슈티프에서 가사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1960 년부터 수녀의 사도직은 점점 더 요리, 제과제빵,
주방관련 일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수녀는 어린이 집과 기숙학교의 주방에서 일하다가 1979 년 가정
과학분야의 장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로 수녀는 동료 수녀들뿐만 아니라 배고픈 투숙객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요리
강좌를 진행했다. 람스도르프와 바슈타인에서는 요리, 가정 관리, 정원 손질, 세탁 일에 대해 실습생들을
지도하였다. 수녀는 실용적인 사도직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 생활에도 깊이 투신했다.
수녀의 개인적 신앙,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 감사하는 마음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관심을 가진
본당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녀는 관구 행정부에게 남자들에게도 요리 강습을 제공할 것을 청했다.
우선 시험적으로 수녀 두 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이 남자들에게 요리 강습을 열었다. 새로운 회원들의
반응과 그들과 가졌던 경험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이었다. 남성들을 위한 스텔라 마리스 수녀의
요리 강좌는 점차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로 이루어진 정기적 행사가 되어갔다. 마치 수녀의 수녀원
부엌처럼 말이다.
1988 년 11 월, 마리아 스텔라 마리스 수녀는 바슈타인 공동체의 높고 가파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사고의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겨우” 양쪽 손목만 부러졌던 것이다.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수녀는 하느님께 대한 강한 신뢰와 스스로의 규율로 인해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였다.
마리아 스텔라 마리스 수녀는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카들과 조카
손주들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다.
스텔라 마리스 수녀의 감사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선물로 받아들인 것을 잊지 않고
반복해서 감사히 여겼다. 분명 감사는 수녀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으며 충만한 삶에 대한 감사였다.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수녀의 마지막 말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였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았던 수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