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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창설자 축일 편지 

 

수녀님들과 협력회원들께,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마리 수녀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리베라타 수녀님, 로사 수녀님, 그리고 메리 프랜시스 수녀님도 함께 

진심으로 축일 인사를 드립니다. 

수도회 역사서 섭리에 매료되어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씌어 있습니다. 

천주섭리수녀회는 160 여년 전에 독일의 한 주교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교님은 그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섭리의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가져다 줄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마땅한 수단이 가까이에 없었으므로, 주교님은 곤궁한 이들을 사목하는데 도움이 될 

몇몇 젊은 여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뒷날 우리 수녀회 

공동창설자이자 마더 마리 드 라 로쉬로 알려진, 프랑스 귀족 출신이면서 독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부유한 여성으로서 회심자였던 슈테파니 프리데릭 아말리에 드 라 

로쉬 폰 슈타르켄펠스에게 케틀러 주교님은 첫 수녀들을 이끌어가도록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녀회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케틀러 주교님이 그 시대의 사회 정치적 사안을 

다루었던 반면, 마더 마리는 리보빌에서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뒤 독일 마인츠에서 그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수녀들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에서 수도회 

창설자로서 주교님의 유산에 추가할 수 있는 케틀러 주교님과 관련된 문헌들은 많지만, 마리 드 

라 로쉬와 관련된 문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케틀러 주교님에 관한 여러 전기를 보면 

주교님이 당대의 종교, 사회, 경제 및 노동 문제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회 개혁의 선구자이셨던 케틀러는 1850 년 마인츠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병자,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억압받는 이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젊은이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인 주교님은 

수녀들로 이루어진 수도공동체를 시작하여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요셉 콜마르(1818) 주교님 또한 마인츠 교구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녀회를 계획했으나, 때이른 죽음으로 수도회를 창설하지는 못했지만 수도공동체 명으로 

‘천주섭리수녀회’를 염두에 두었기에, 케틀러 주교님은 이 수도회 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케틀러 주교님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천주섭리의 권능의 힘을 확신하였습니다. 초창기 

연대기를 보면 “마리 드 라 로쉬는 최고의 추천서를 가지고 리보빌에서 돌아왔다. 그는 곧바로 

주교님을 뵙고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1852 년 11월 15 일, 케틀러 주교는 휜튼으로 가서 

그곳에 모인 여성들 앞에서 마리 드 라 로쉬를 장상으로 임명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들은 

여남작이 자신들의 장상인 것에 대해 염려하였지만, 곧 마더 마리가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이해력이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더 마리의 단순함과 주변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마더 마리는 그들과 하나 됨으로써 

케틀러 주교님이 규정한 그 정신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특징짓는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이것은 수녀들이 복음을 

연구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분이 기도하셨기에 공동체도 기도했고, 그분이 순명하셨기에 순명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셨고, 동정을 지키셨으며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공동체 또한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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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창설자의 인품을 두고 한 분이 다른 한 분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창설자들에 관한 글을 보면 두 분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케틀러 주교가 창설자로서의 탁월한 인품을 지녔고, 천주섭리에 대한 깊고도 참된 

믿음에서 기인하는, 꺾일 줄 모르는 강한 의지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분이라면, 마더 마리는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며 협력하는, 위대한 

케틀러 주교의 “첫 딸”이다. 케틀러 주교는 마더 마리가 교양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수련기를 통해 그 지위에 합당하게 수련 받은 이로서, 확신에 찬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맞출 줄 아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으로 

여겨 존중했음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수도공동체의 

삶을 통해 훌륭한 카리스마적인 두 인물들이 보여준 모범-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봉헌,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헌신, 겸손한 내적 생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려는 준비를 갖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    

천주섭리수녀회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시대의 요청에 마음을 열었던 두 분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잘 보완했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천주섭리수녀회가 창설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로어가 저서인 “Everything Belongs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에서 지적했듯이, 

무엇이든 다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공은 물론 실패로 인식된 것, 우리의 기쁨과 

실망을 이용하여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분명 마더 마리는 마더 빈첸시아보다 이제 막 

창설된 수도회를 짊어갈 준비를 훨씬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더 마리는 또 헤른스하임에 

신설된 사도직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교육 및 성숙도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일년간 그곳에서 봉사한 후 마더 마리는 케틀러 주교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더 부름 받아 

노이슈타트에 성 마리아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더 마리는 고아원 완공을 감독하고, 

고아원 운영에 대해 공무원들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있어 젊은 수도공동체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마더 마리가 성숙했기에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마더 

마리는 이 사도직을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사도직을 하는 수녀들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동정심으로 아이들과 교감이 가능했습니다.  

마더 마리는 케틀러 주교님과 일하면서 초창기 공동체를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 창설된 

수도회의 첫 사도직을 여러 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   

창설자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수녀회를 탄생시킨 두분,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틀러 주교님과 

마더 마리 드 라 로쉬를 기념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찬 섭리 안에 하나되어, 

Sister Maria Fest 
총장 마리아 페스트 수녀 

(1) 섭리에 매료되어-천주섭리수녀회 역사 1851-2012 (메리 크리스틴 모르코프스키, CDP) 2016 

(2) 마더 마리의 생애와 편지, 1970, 마더 타르실라 크래머, CDP 와 어둠 속의 생애, 1989, 프레드힐데 

바우어 수녀, CDP.   

(3) 로마서 8:29, 예루살렘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