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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벳 모리스는 런던에서 태어나,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에 있는 여러 곳의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콘월의 헤일에 있는 십자가의 딸들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에일린 에반즈(후에 메리 버나뎃 수녀가 된)를 만났고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엘리사벳이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된 것은, 수녀들이 교황 사절이었던 곧프리 추기경을 돌보던 

윔블던에서였다. 수녀들이 독일에서 도착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엘리사벳은 

여러 재미있는 사건들을 경험했다. 독일 수녀들의 언어와 문화는 참으로 달랐다!  

1949년, 엘리사벳은 자신이 방문객으로 있던 허드스든 공동체에 입회하게 해 달라는 허락을 청했고, 

첫 영국인 청원자, 수련자, 수녀로서 여러 가지 다르고 어려운 상황들을 체험했다. 이듬해에는 에일린 

에반즈가, 그 다음해에는 에일린 글리슨(메리 트리즈 수녀)가 공동체에 합류하였다. 새로운 청원자는 

허드스든에 있는 두 집과, 스텔라 마리스와 세인트 크로스에서 집안일을 계속 하였다. 1959년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리버풀에서 견습 교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수녀는 자격을 갖춘 

뒤, 70년대 초에 케터링의 고등 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그곳에서 가르쳤다. 수녀가 가외 시간을 워낙 

많이 할애해 주었기에 수녀의 학생들은 늘 시험에 합격하였고, 수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학생들이 계속 연락을 취했다. 수녀가 받은 “쾌유 기원 카드”중 하나도 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리즈 수녀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리즈 수녀”는 학생들이 수녀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니타 수녀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로 돌아가 런던의 이스트 엔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의학 분야의 다양한 과정들을 마쳤다. 케터링에서는 수녀들이 나이를 먹어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에, 수녀원으로 돌아가 수녀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수녀의 일은 

케터링의 지역 병원에서도 계속되어 간호사들을 양성시켰는데 그 중 많은 간호사들은 우리 수녀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이들이다. 또한 수녀는 다양한 테라피 분야에서도 자신의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도움을 주고 가정 내의 환자들에게 봉성체를 해 주었다.  

몇 년 전, 수녀는 넘어져 골반이 부러지는 바람에 입원을 했고 얼마간의 회복기를 가졌다. 혼자 

생활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쓰햄튼에 있는 나자렛 하우스에 들어가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나서 수녀의 건강이 쇠하기 시작했다. 나자렛 하우스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 흡인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몇 주간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우리는 매일 수녀를 

방문할 수 있었으며 아니타 수녀가 조용히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갈 때 함께 할 수 있었다. 

메리 아니타 수녀는 이 지역의 길거리 훨씬 넘어 에서까지 기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