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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틸데는 윌헴 요셉과 안나 운켄홀즈 부부에게 태어난 둘째아이였다. 마틸데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네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유롭고 명랑한 어린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마틸데는 

기본 초등 및 중등학교를 마친 1946년이후, 집에서 부모님의 사업과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런 다음, 본에 위치한 노틀담 수녀회 학생의 집에서 1년간 머물며,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가정 가사 기술을 향상시켰다. 수녀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게 되어, 1953년 8월에 

뮬하우젠에서 수도생활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8년, 뮬하우젠에서 중등학교를 마치고 가정관리 특별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후 외드에서 

유치원 교사 사범학교에 다녔으며, 1960년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쳤다. 1971년에는 특수 교육학 

졸업증서를 취득했고 1974년에는 미시오 카노니카(Missio Canonica)를 취득하여 10학년까지 

종교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마리아 아델하르디아 수녀는 언제나 열심히 강의에 임했고, 그룹 작업등을 하며 자신의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갔다.   

수녀는 뮬하우젠과 라인바흐의 기숙사 책임 및 뮬하우젠의 노틀담 학교와 라인바흐의 성 요셉 

중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사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너그럽고 기쁘게 다양한 

재능을 활용했다. 기숙사 휴식 시간은 수녀의 창의성과 유머, 사랑으로 활기가 넘쳤으며 확신감이 

있었다. 학부형, 교사, 직원들은 수녀의 능력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유익을 위해 목표로 향하게 

하는 협력에 감사했다.  

1998년 라인바흐 기숙사가 문을 닫자, 본에 있는 노인의 집, 마리아 아인지들 하우스로 이동되어 

2011년까지 활동했다. 수녀는 그곳 상황에 빨리 적응하며, 식당에서 도움을 주는가하면 노인들을 

침실마다 찾아 다니고, 병원의 환자들을 방문하곤 했다. 수녀의 공감력, 소통 재능, 경청, 사랑의 

보살핌이 이 사도직에 도움이 되었다.  

수녀의 뿌리깊은 신앙과 자신의 건강의 한계는 중한 환자들, 말기 환자들을 동반하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수녀는 다양한 재능으로 전례를 준비하며 공동체 

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수녀는 나이가 들면서 심한 사고로 초래된 심장혈관 문제가 악화되어, 치료와 간호가 필요해 

지면서 2012년 살루스로 이전했고, 그곳에서 다른 수녀들과 간호사들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수녀는 깊은 신앙으로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수녀는 기쁨과 감사로 동료 수녀들과 

가족, 친구, 옛 학생들, 그 외 수녀를 뒷받침하고자 방문하는 모든 이들과 가까이 머물렀다.  

우리는 마리아 아델하르디아 수녀가 그 동안 이루어 온 모든 선한 일에 감사하며, 이제 하느님께서 

수녀를 영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