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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2 티모 4:7 

마리아 다 파즈 수녀는 91세의 일기로 천상 아버지의 집에 들었다. 수녀는 성 바오로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레나 네이르는 1924년 4월 19일에 리오 도 리오 파르도에서 죤과 알베르티나 크리스티나 에지디오 

클라프케의 열 두 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 농부의 딸은 자연 가까이에서 자라났다. 여동생 

마리아 테오니치아 수녀에게서 영감을 얻은 에레나는 1952년 1월 30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마리아 다 파즈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마리아 테오니치아 수녀는 바로 지난 1월에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  

수녀는 수도 생활의 시작부터 집안 일에 헌신했다. 마리아 다 파즈 수녀는 병원, 신학교, 노인 요양소, 

학교에서 일했다.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을 매번 커다란 기쁨으로 받아 안았다. 수녀의 요리 

실력은 다른 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했다. 병원에서 하는 요리는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인들을 위한 식사는 

고령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신학생들의 식사는 그들의 고귀한 목적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수녀들의 식사는 그들이 사도직을 잘 수행해낼 수 있게 하였다.  

마리아 다 파즈 수녀는 사도직에 매우 헌신하던 활기 있는 사람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분원 책임자로 

지내기도 했다. 수녀는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 체험을 소박한 생활 

양식 안에서 살아가는 수녀회의 카리스마를 내면화하며 영적인 삶에 우선성을 두었다. 성소를 증진했고 

사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가난한 아이들과 사도직에 혜택을 주고자 고령에도 시간을 

들여 공예품과 의복, 다른 품목들을 만들었다.  

복음 속의 마르타처럼 마리아 다 파즈 수녀는 봉사하고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녀는 자신이 마지막 

10년간 생활하던 산 로렌조의 평화의 여왕 공동체에서 기쁘게 수녀들과 친구들을 맞아들이곤 했다. 

가능할 때면 언제든지 환자들과 가족들을 방문하여 위안과 다정한 말을 전해주었다.  

2014년, 수녀는 축성 생활 60주년인 다이아몬드 경축을 맞이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수녀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자리했다. 수녀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쁨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8월 27일 저녁, 마리아 다 파즈 수녀는 심한 복통을 앓게 되었다. 산 로렌조에 잇는 거룩한 자비의 집으로 

실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하여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포르토 알레그레의 디비나 프로덴시아 병원으로 

옮겨갔다. 9월 12일, 저녁 7시 45분, 우리가 동정마리아 성명 축일을 축하하던 날, 마리아 다 파즈 수녀가 

그토록 큰 신심을 가졌던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모친께서는 수녀를 천상의 보상 안으로 

받아들이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