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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시편 62,6 

친절한 마음씨와 선교 정신의 은사를 갖추었던 마리아 에베르타 수녀는 하느님께 바친 자신의 삶 안에서 

더욱 위대한 의미를 추구했다. 평온함과 자기 헌신은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 돌보심이라는 우리 

카리스마를 살아가면서 단순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영성을 키우던 모습에서 드러났다. 

죠세핀 도렌캄프는 농부였던 하인리히와 마리아 뢰클러 도렌캄프의 6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식구가 많고 

신앙적이었던 가족은 12자녀 중 3명이 수도 성소를 받는 축복을 누렸다. 세상을 떠난 자매들 세베라 수녀, 

비힐디스 수녀와 함께 죠세핀은 노틀담 수녀회 안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던 것이다.  

1937년 독일 뮬하우젠 수련소에 입소하였을 때 그녀는 마리아 에베르타 라는 수도명을 받았으며 첫 서원 

후에는 1939년 브라질에 갔던 23번째 독일 선교사 그룹에 합류하였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 문화에 익숙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며 마리아 에베르타 수녀느 쥴리오 데 

카스틸로스에서 아직도 건축 중이던 베르나르디나 살레스 데 바로스 병원 활동을 조직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첫 번째 해부터 수녀는 병원의 간호 부서에서 일하며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자신의 선과 

친절함을 각인시키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다른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어디에 있든 수녀는 능력과 헌신, 책임과 탁월한 

관계로 두드러졌고, 그 존재 방식과 행동 양식은 동료 수녀들, 직원들, 의사, 환자들 모두에게서 존경을 살 

만한 것이었다. 수녀는 특별한 열정으로 분만 시의 임부들에게 헌신했는데, 수녀의 차분함과 경험은 

산모들에게 신뢰와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다.  

마리아 에베르타 수녀는 하느님의 부드러움을 발산하는 해맑은 미소의 여인이었으며 평상시가 되었든 

복잡한 상황 혹은 단순한 상황에 있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분원장이 되어 관구집에 오래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수녀들에게 주의력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수녀의 즐겁고 친절한 방식은 공동체 안에서 축제 

같은 기운과 명랑하고 서로 지지하는 분위기를 빚어냈고 침묵에 대한 감각 성품의 특징은 자신의 사도 

생활와 수녀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잘 드러냈다. 1979년 마리아 에베르타 수녀는 레칸토 아파레시다의 첫 

분원장으로서 노인과 환자 수녀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수녀는 그곳에서 33년 간 머무르며 분원장과 

간호 소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작은 봉사를 친절과 사랑으로 수행하였다.  

에베르타 수녀는 수녀회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기도 생활을 최 우선으로 삼고 젊은이들의 

성소에 관심을 보여 각별한 주의와 미소로써 그들을 맞아들였다. 레칸도 아파레시다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고령으로 인해 수녀의 기운이 쇠하여 성체 봉사자로서 침대 신세를 져야 하는 수녀들에게 성체를 

모셔다 드리는 일에 헌신하다가 2006년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이 봉사를 그만 두어야 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쏟아 부었던 친절함은 수녀 자신이 오랜 기간 와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되돌아 왔다. 모든 수녀와 간호사들인 친절하게 수녀를 돌보았던 것이다. 길어지는 병치레 중에서도 

에베르타 수녀는 친절과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삶의 방식이 그랬듯이 수녀는 너무나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7월 3일 밤 하느님께서는 당신 빛과 평화의 

왕국으로 수녀를 불러가셨다. 우리는 마리아 에베르타 수녀의 기쁨에 찬 단순함과 친절함을 통해 드러난 

생생한 신앙에 대해 감사한다. 평안히 쉬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