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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엘리사벳 게징크는 열 한 명의 아이 중 네 째였다. 엘리사벳은 프레든 근교의 각셀에서 태어나 신앙이 
특징인 가정에서 자랐다. 이는 수도 성소에 의해 분명해졌다. 형제 한 명은 사제가 되었으며 자매 둘, 즉 
2018년 4월 20일에 안넨탈에서 세상을 떠난 마리아 게어부르그 수녀와 마리아 수녀는 우리 수녀회의 
회원이 되었다.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엘리사벳은 프레든에 있는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그러고 나서 1954년까지 부모님 댁에 머물며 대가족 안에서 어머니를 거들어 온갖 일을 했다. 그 
무렵에는 요셉하우스에서 우리 수녀들이 가르치는 요리 강습과 재봉 강좌에 자주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엘리사벳 안에는 하느님과 그분을 섬기는데 축성된 삶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다. 그래서 코스펠드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할 것을 청했다. 1954년 5월 6일, 엘리사벳은 수도 양성을 시작했다.  

수도 양성을 마친 뒤에는 웨스트팔렌의 알렌에서 1년간 집안일을 했다. 1958년부터는 수 십 년간 로마 
– 총본원/모원과 이태리 관구 본원에서 생활하며 일했다. 이 시기는 파더본에서 가정 경제 과목으로 
대학 교육을 받던 1978년에 잠시 중단되었다.  

수녀는 사랑어린 보살핌으로 수녀들을 위 한 식사를 준비했다. 마리아 안토니에 수녀는 로마에서 
머물렀던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들은 늘 좋아했어요. 내가 수녀님들을 잘 
돌봐주었지. 잘 돌봐주었어요.” 로마에서 바쁘고 충만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수녀는 2005년에 
코스펠드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안넨탈은 수녀의 새 가정이 되었다. 

파킨슨 병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수녀는 행복하고 만족했다. 노래하기를 몹시 좋아했는데 흔히 
이태리어로 불렀다. 

살루스 협력자들과 사회 봉사 영역 직원들, 동료 수녀들, 특히 마리아 수녀와, 자매인 크리스타는 
사랑의 보살핌과 능숙함으로 충실히 수녀를 동반했다. 마리아 안토니에 수녀가 수많은 기쁨의 순간을 
체험하고, 우리도 수녀에 대해 그러한 체험을 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수녀는 가족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장례식에 우리 성당에서 이태리 성가를 부르며 
마리아 게어부르그 수녀를 떠나 보낼 때 모두 깊이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 수녀의 도움으로 마리아 안토니에 수녀는 언니 크리스타와 형부 에르빈의 혼인 금경축에 
특별한 방식으로 기여했다. 미사 후, 부부에게 로마에서 가져온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며 식장에 
장미 꽃잎이 날리는 동안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를 이태리어로 노래했다. 가까움과 
애정의 감동적인 표시는 틀림없이 수녀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리아 안토니에 수녀에게 풍성하고 충만했던 삶이 끝났다. 세상을 떠날 때, 수녀는 의식이 있었다. 
수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준비 됐어요.” 이제 수녀가 부활의 기쁨 속에서 “나의 하느님, 이제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