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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익나 수녀는 쌍둥이 자매인 마리아와 두 명의 손위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의 가정에서 
따뜻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 성장했다. 부친인 파울 케비취와 모친 요세핀은 가톨릭 신앙과 지역 
본당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양친은 1차 세계대전, 인플레가 수반된 세계 경제 공황의 어려운 
전후 시기에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행복한 유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엘리사벳은 이른 나이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느껴,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뒤에는, 세상을 떠난 친구 마리아 알렉산드라 수녀와 함께 뮬하우젠의 선교사 학교에 다녔다. 
1939년, 엘리사벳은 립프라우엔슐레에서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에는 뮬하우젠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했고, 수련기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 익나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와 전후 시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소망을 미뤄야 해서, 1941 년부터 1942년까지 알렌의 상업 학교에 다녔다. 그런 다음에는 
베를린과 로네에서 가르쳤다.  

1951년, 수녀는 마침내 선교사로서 브라질에 가도록 허락되었다. 새 소임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열린 마음으로 가득했다. 수녀는 남미인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느꼈다. 수녀는 대단한 교육적 재능을 지녔지만 포르투갈어를 거의 몰랐다. 하지만 자발성과 
친절한 성격 때문에 금방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1982년까지 다양한 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할 
수 있었다.   

1982년에는, 뮬하우젠으로 돌아가 2007년까지 우리 선교지를 담당했다. 수녀는 즉시 선교지에 
대해 배웠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를 여행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아프리카는 갈 수가 없었다. 수녀는 많은 이들과 연락을 취했고 유지했으며 그래서 선교지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협상을 할 때는 매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인내와 끈기를 보였다. 
수녀의 사랑과 헌신은 많은 가능성과 마음을 열어주었다. 

수녀는 모르는 사이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곤 했는데, 가벼운 포르투갈어 발음으로 모국어인 
독어를 구사할 정도였다. 순례수녀로서 뮬하우젠에 오는 다양한 나라의 수녀들을 만나는 일은 
익나 수녀에게 언제나 특별한 기쁨이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청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왕래하기 어려워지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성당이 되었고 그곳에서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혼자 노래하곤 했다. 수녀는 죽을 때까지 사망한 쌍둥이 자매의 아들, 레오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뮬하우젠 공동체에서, 또 2006년부터 살루스에서, 수녀는 재미난 방법으로 축제와 경축에 
기여했다. 2017년 10월 21일 아침, 하느님께서는 수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수녀를 영원한 
거처로 부르셨다. 우리는 마리아 익나 수녀의 선교사적 열정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이제 
하늘에 훌륭한 전구자가 생겼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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