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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네 마이어 Helene MEYER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23년 10월 7일  독일, 쾰른 

서 원: 1951년 8월 15일  뮬하우젠 

사 망: 2017년 7월 25일   뮬하우젠 살루스 

장 례: 2017년 7월 31일  뮬하우젠 부활묘지 

 

헬레네는 물가상승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던 세계 경제 공황 의 시기에 태어났다. 부친 발터는 

유대인 가족 출신이며 장인 도축업자로 쾰른 도축장에서 일했다. 어머니 빌헬미네는 주부였다. 

어머니는 작은 레니와 레니의 두 살 어린 여동생 루스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니의 부모는 창조적인 사랑으로 딸들에게 행복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고 궁핍한 이들에 대한 마음과 눈을 열어 주었다. 가톨릭교에 깊이 뿌리 박히고 

쾰른 사람들의 유머를 갖추었기에 아이들은 가족에 영향을 미칠 이별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초기에 특히 아버지와, 아이들 역시 국가 사회주의의 유대인 혐오를 느꼈고 점점 소외되어갔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유대와 대가족의 지지에서 힘을 얻었다. 레니의 부모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반유대주의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지못해 헤어졌지만 레니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강제수용소로 이송될 때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다. 친가 친지 25명에서 30명이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아버지의 형제 둘은 남미와 북미로 

도주할 수 있었다. 수녀는 미국의 친지들과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다. 

쾰른 노틀담 수녀회는 레니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수녀들과 함께 의무의 해 봉사를(1938년 국가 

사회주의는 25세 이하의 모든 여성들에게 1년간 “농장이나 가정관리” 봉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마쳤고 보다 가깝게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쾰른의 심한 폭격으로 수녀들과 동료 직원들은 색소니로 도망해야 했다. 레니는 2차 세계대전 후 

아동 간호사 양성을 마쳤고 1949년 2월 1일,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그리고 착복하면서 마리아 

세베리나 라는 이름을 받았다.  

아동 간호사로서, 또한 아동보호사로서 더 많은 양성을 받은 뒤에는 수도 생활 평생 동안 장애아와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특히 노이비드-엥거스의 하인리히하우스와 아헨의 빈첸츠하우스에서 

일했다. 아헨에서는 분원 책임수녀였고 1992년부터 공동체가 폐쇄되던 2007년까지 이사회 

위원이었다. 

마리아 세베리나 수녀의 많은 전문적 기술, 창의력, 특히 수녀의 다정함, 도우려는 자세, 깊은 

신앙뿐만 아니라 유머, 삶에 대한 사랑은 수녀에게 맡겨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수녀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연락하며 지냈다. 수녀의 특별한 사랑은, 의약품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신체적 불구를 지닌 아이들에게 향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고통스러운 체험은 수녀로 하여금 강인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질병과 고령의 나이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의 선물을 건네줄 수 있게 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2017년 7월 25일 이른 시간에 수녀를 당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 삶의 증거와 수녀가 남긴 모든 좋은 자취에 대해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