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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 

마리아 힐데가리스 수녀는 지금은 폴란드 영토인 스테틴에서 쉬어 부부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가족은 루터교였다. 1936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행복했던 어린시절에 그늘을 드리웠다. 
2차 세계 대전은 일제에게 어렵고도 영향력있던 시기였다. 공습으로 고향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부모는 약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산도 손상을 입었다. 학교는 뤼겐 섬으로 대피했고 그 
후 1년간 뎀민/포메라니아로 옮겨갔다. 일제는 그곳에서 중등학교 자격증을 취득했다.   

1944년 가을, 일제는 전쟁에 봉사하도록 파견되었다. 다른 이들과 폴란드 접경지역에서 참호를 
파야했다. 이 시기에는 끔찍한 폭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험한 전쟁의 상황때문에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몹시 걱정스러웠다. 시 당국에 의해 가르츠/오더로 대피한 후에는 무기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1945년 3월 6일,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제와 모친은 
수 주동안 동에서 서로 이동했다. 대부분 가톨릭이던 남 올덴부르그 지역의 농부들이 그들을 
받아주었다. 일제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모치는 1947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일제의 어려운 상황은 삶의 의미와, 삶이 어떤 식으로 지속될지에 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톨릭 신앙을 발견했다. 1947년 12월, 일제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관대한 은인들의 지원으로, 특히 기숙학교에 일제를 받아주었던 클로펜부르그 노틀담 수녀들의 
지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 후에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1953년부터 
55년까지 일제는 클로펜부르그의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던 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1955년 5월, 일제는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코스펠드에 있던 우리 수녀회 
수련소 입소 허락을 청했다. 수도 양성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수녀는 수녀회의 다양한 학교에서 가르쳤다. 학생들과 동료들은 잘 준비된 수업과 친절함, 
도우려는 기꺼움 때문에 수녀를 신뢰하고 인정했다. 교직외에도 수년간 문학 동아리와 성경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은퇴 후에도 이 두 동아리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수녀는 코스펠드의 
립프라우엔슐레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과 안넨탈 도서관에서 도왔다.   

마지막 몇 년간 수녀는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증상은 갈수록 명확해졌다. 특히 삶의 이 시기에는 
동료 수녀가 큰 사랑과 관대함으로 수녀를 충실히 동반해 주었다. 수녀는 죽는 순간까지 결단력이 
매우 강했지만 동료 수녀들과 직원들은 가능한한 수녀를 보조해 주었다. 친구들도 수녀를 충실히 
동반해 주었다. 돌아보면 수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전 두 명의 친구들이 본에서 찾아와 수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  

지상에서의 이 마지막 기쁨들이 이제 착한 목자이신 주님과 끝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깊고도 
영원한 행복으로 마리아 힐데가리스 수녀를 이끌어 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