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9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4월 28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5명

      내      용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봄꽃의 화려함 속에 사순시기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 6주간 신록이 우거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계절의 바뀜이 인간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6주 후, 주님승천 대축일(5.29), 성령강림 대축일(6.5),
        삼위일체 대축일(6.12),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6.19)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못자리벗에도 주님부활의 은총과 성령이 강림하여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지난 주간 나눔>

 - 이윤아 크리스티나 : 어머님 보살펴드림.

 - 생태 십자가의 길 : 4. 2. 토, 절두산 성지, 하늘땅물벗 교구벗  

 - 생태영성학교 40기 교육 : 3.22 – 5.3 (7주), 90여명

      ※ 못자리벗 참여 홍보 : 구글 신청서 작성 (환사위)        
 - 남서울 미술관 전시 : 3.24 – 5. 29 – 이순 헬레나   

   응암동 물질 고아원, 성찬경 원장 (시인, 찬미받으소서 노래 작곡가      

   부친) 쓰다버린 광물들이 예술적 혼이 담긴 작품으로 변모.

 - 청주 중흥성당 사순특강 : 4회, 교구벗교육, 하늘땅물벗 창립

   서울에서 강의 오시는 분들을 통해 옛 선조들의 복음선포인듯 느껴져 

   감격스러웠습니다.

 - 대치2동 성당 기후행동 피켓활동 : 4.3. 일. (12대 목표 주보게재)

 - 구미 신평성당 기후행동 피켓활동 : 4.5. 화. 

 - 대화천 정화활동 : 4.12. 화, 심수연 헬레나

   땅에 묻힌 쓰레기를 호미로 캐내었습니다. (10가마) 

   유해식물 제거, 나무전지

   4/16 청소년 12명과 거리 피켓활동 

 - 생태 십자가의 길 : 4.15. 금. 광화문∼명동성당

 - 생태탐방 : 4.23. 토, 남산 둘레길

 - 지구의 날 소등행사 : 4.22. 금                                  

김종환 바오로(반석벗), 심수연 헬레나, 이순 헬레나, 이윤아 크리스티나(디딤벗),

황희연 비아(일벗)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이윤아 크리스티나 : 배달음식보다 집에서 조리하니 쓰레기가 1/10로 

                     줄었다.

              

4. 회칙 공부하기
 216항 비아, 217항 크리스티나, 218항 헬레나, 219항 이순 헬레나, 220항 반석벗

 - 회칙읽고 묵상 나눔 

5. 주제토의 - 우자기 모임 추진

6. 공지사항

- 5월 주요한 날: 10일(바다 식목일), 14일(철새의 날), 

                22일(생물종 다양성 보호의 날), 31일(화, 바다의 날)

-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온기나눔활동 : 걷기운동, km당 100원 적립  

- 찬미받으소서 7주년 미사 : 5.24 (찬미받으소서 주간 : 5.17-24)

- 금요 기후행동 : 5.6 (금) 광화문 네거리

7. 강복

  (성서읽기)
 루카복음 1,39-56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황비아

8. 마침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기도(후반부)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