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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신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낀다.”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가 주보 성인으로써 공경하던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축일에, 수녀는 지상 여정 

중에 사랑하고 섬기던 좋으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들었다.  

헤도아르 테레지냐 뮬러는 1935년 2월 12일에 13명의 아이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인 죠세 뮬러와 

아멜리아 젠로는 농업을 생계로 삼았다. 젊었을 때 수도 성소를 느꼈지만 고령의 모친이 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여 1971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때까지 가족들 곁에 남아 어머니를 돌보왔다. 헤도아르는 

같은 해 노틀담 수녀회 청원자가 되었다. 1972년 2월 10일, 수련소에 입소하면서 말리제 테레지냐라는 

수도명을 택했다.  

1974년에 수련기를 마치고 나이들어가는 이들이나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적성을 보였던 수녀는 

본원에 남아 보조 간호사 과정을 들었다. 그때부터 환자들과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했다.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는 펠로타스의 올리베 레이테 간호부서에서 일하며 사도직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상 로렌조 도 술의 산타 카사 데 미제리코르디아에서 일했다. 1981년에는 카사파바 도 솔에 위치한 라르 

도 이도소 로지냐 보르게스 공동체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수녀는 13년간 염려와 사랑으로 노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 후 1994년부터 2006년 초까지 12년간은 레칸토 아파레시다에서 

야간근무를 하며 헌신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헌신적 사랑으로 노인 수녀들을 보살폈다. 2006년, 

수녀는 상 세페의 마드레 쥴리아 학교 공동체로 들어가 집안일을 하며 도왔다.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는 자연을 사랑했고 즐겨 꽃을 키우고 채소밭을 가꾸었다. 수녀는 공동체에 

자신의 작물을 내어 놓을 때마다 큰 기쁨을 느끼곤 했다. 수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때문에 관구 리더십은 

수녀에게 보다 손쉬운 소임을 맡을 것을 제안했지만 수녀는 하던 일을 몹시 좋아했고 아기 고양이 

미모조를 친구 삼아 자연속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고 보았다. 수녀는 가족들과도 

가까이 연락하며 지냈으며 그들을 즐겨 방문하곤 했다.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는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충실히 참석했으며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통해 영적 생활을 심화하곤 했다. 또 매년 노인과 병자 수녀 

그룹에 들어가 연피정을 하곤 했다. 올해 9월 22일에 연피정에 참여하기 위해 카노아스로 왔으며, 

24일과 25일에는 피정 전 며칠 간을 사용하여 포르토 알레그레에 있는 조카 가족을 보러 가기도 했다.     

저녁이 되어 카노아스로 돌아온 수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다. 레칸토 아파레시다의 간호사들이 주의 

깊게 주시했으며 수녀는 그날 밤을 잘 넘겼다. 다음날 아침, 카노아스의 울브라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 년간 심장 질환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는 9월 26일에 입원한 

뒤 10월 1일 저녁까지 머무르다가 뜻하지 않은 작별에 놀란 수녀들을 남겨둔 채 하느님께서 계신 

본향으로 조용히 갔다. 말이다.  

주님께서 말리제 테레지냐 수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내려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