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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43년 2월 3일 인도네시아 페말랑 

서 원: 1969년 1월 4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19년 9월 13일 페칼롱간 부디라하유 병원 

매 장: 2019년 9월 15일 페칼롱간 수녀원 묘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쿠르니아티는 부모 티오 보엔 키앗과 사이다의 첫 째 아이였다. 이들에게는 아들 셋, 딸 셋이 

있었다. 쿠르니아티는 페칼롱간의 비 신자 가정에서 자라났다. 노틀담 수녀들을 소개받으면서 

1964년 3월 28일에 세례를 받고 12월 8일에 견진 성사를 받았다. 모두 페칼롱간 본당에서였다.  

쿠르니아티는 노틀담 수녀회안에서 하느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내적 부르심에 응답했다. 

페칼롱간에서 성 요셉 유치원을 운영하던 노틀담 수녀들과의 만남은 노틀담 수녀회에 과감한 

발걸음을 딛게 만들었으며, 1966년 2월 27일에 페칼롱간에 청원자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런 다음 

1967년 1월 4일, 착복하면서 마리아 테클라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초기 양성 중에는 노틀담 수녀회 수녀로 점차 사랑을 키워갔으며 양성 책임자들은 수녀를 

서원을 살아가고 수녀회의 덕성을 성장시킴에 있어 순명하며 훈련되어 있고 결단력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성하고 동반했다. 수녀는 1969년 1월 4일에 첫 선서를, 1976년 6월 20일에 종신 선서를 

발했다. 

수녀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양성 학교 교육이었다. 그 후에는 영어로 

사나타 다르마 교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미국에서 교육 경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필리핀 마닐라의 성 토마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업 중에는 언제나 좋은 

성적을 받았다.   

유기선서기를 시작한 이후 심한 병을 앓기 전에 테클라 수녀는 교육 분야에 관여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다양한 곳에서 수녀회, 교구 혹은 다른 사학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교장으로 봉사했다. 교장으로 일하는 것 외에도 노틀담 학교 감독기관인 노틀담 교육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수녀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고 비전가였으며 저학년, 중간, 고학년 그룹까지 잘 지낼 

수 있었고 교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심을 두는 모든 이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인도네시아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수녀는 동료수녀들인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열심히 일하기를 바랐다. 테클라 수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다른 사도직도 개발했다. 수녀의 모든 사도직은 역할 모델이자 

뒷받침이었던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피앗을 살아간 이래 수녀의 

삶에 뿌리내려 있었다.  

몇 년 전에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녀는 아직도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수녀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암이 2019년 9월 13일, 페칼롱간에 있는 부디라하유에서, 수녀가 거의 삶의 전생애를 

살았던 페칼롱간 공동체와 노틀담 자카르타 수녀들이 동반하는 가운데 수녀의 삶을 앗아갔다. 

이제 마리아 테클라 수녀는 삼위일체와 성모님과의 영원한 평화 안에서 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