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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필리 3,13) 
 

우술라는 지하 공업 장인 기술자 헤르만 바터로트와 나이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내 프리다의 
첫 째 아이였다. 우술라에게는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들은 
여러 번 이사했다.  
1944년, 우술라는 막데부르그에서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쳤다. 그런 다음에는 잘츠코튼에서 
가정관리와 육아를 위한 학교에 다녔다. 그해 가을,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가 폐쇄되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1947년에는 재봉사로서 견습기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아버지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감금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에는 가족이 
동독에서 연방 공화국으로 도주했다. 아버지는 감금 생활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1949에서 1951년 
사이에 우술라는 하르츠 산자락에 있는 성 안드레아스베르그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1951년 5월, 게르메테/바르부르그에 있는 “가족 간호와 사목적 배려를 위한 예수 성심 기관”에 들어가 
그곳에서 유치원 교사와 주간 보호 보모 교육을 위한 학교에 다녔으며 사목 보조가 되기도 했다. 
나중에는 뮨스터에서 사회 교육학을 위한 학교에 입학했다. 그 다음 바르부르그의 사회 교육학을 위한  
전문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기술 교사로서 업무 교육을 수료했다. 
1973년에는 훼히타의 교육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하여 1974년부터 마리엔하인에 있는 우리 
직업학교에서 가르쳤다. 우술라는 뮨스터에서 노틀담 수녀회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가 훼히타에서 
또 우리 수녀들을 만났다. 1975년 5월 12일, 우술라는 게르메테에 있는 공동체를 떠나 1975년 5월 
16일에 훼히타에 있는 우리 수녀원으로 입회했다. 우술라는 우술라 마리아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엄청난 투신으로 우리 직업학교에서의 교직을 계속했다. 수녀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헌신적인 교사였다. 수녀가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창의적인 공예였다. 수녀는 항상 매우 
주의깊게 수업 준비를 했다.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수녀는 흔히 공예방에서 또 다른 수녀와 
여가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진흙과 종이로 멋진 물건들을 만들어 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녀는 이전 동독의 루드비히루스트에서 개신교 여성수도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했는데 이 학교는 노인 요양과 소아과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가미쉬-파튼키르혜에서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10년간 사도직에 임했다. 신선한 공기가 수녀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 후, 훼히타로 돌아와 처음에는 립프라우엔슐레에서 지내다가 
2013년에 마리엔하인으로 옮겨왔다. 2017년에는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의 살루스로 이전해 
들어왔다.  
수녀의 삶은 다년간, 상실과 고통스러운 체험과 근심으로 점철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녀의 건강에, 
특히 심장과 폐와 눈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우술라 수녀를 동반해 주던 말씀은 수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수녀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수녀는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조용히 떠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분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