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6월 9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8명

      내      용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6월의 시 ‘중년의 가슴에 6월이 오면’ - 이채(52세, 여성, 울진태생)

    사는 일이 힘들어도 아니 살 수 없는 사람이여
    저 바람인들 불고 싶어서 불겠는가마는

    성숙이 아니라면 하늘 비는 어느 땅을  적셔야 하리.
    세상이 야속하고 사람이 섭섭해도

    해님은 마냥 눈부시고 꽃들은 그저 웃기만 하는데
    아침의 신부는 다만 공허한 저녁이네.

    나무를 보고 숲을 알지 못하고 숲을 보고 산 말하지 못하니
    한 평생 부르는 사람의 노래가 한 낱 새소리만 못함이던가.

    물을 보고 강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을 보고 세월을 가늠치 못하니
    인간사 제 아무리 위해하여도 자연만 못함이더라.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디딤벗 이윤아 크리스티나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지난 주간 나눔>

 - 5/22 ~ 5/29 찬미받으소서 주간 활동

  * 주제 : 경청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

  22일- 개막미사(가톨릭회관)-영화상영, 24일-강우일 주교님과의 만남, 

  25일- 생명 평화순례 , 26일- 제38차 지구를 위한 미사(명동성당) 

  28일- 온라인 기도회(줌) 등

 - 생태동영상 - 황희연 비아 홍수열 소장의 “쓰레기 대란” 2026년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금지 2030년 전국 매립금지 소각시설에 대한 갈등,

   철저한 분리배출이 중요.     

 - 교황님을 위한 기도 : 1000만 번의 성모송 바치기

 - 권은정, 이윤아 어머님을 위한 기도 - “기도에 감사합니다.”

 - 유경촌 주교님 “우리는 주님의 생태사도입니다” 책 발간, 생활성서사 출간

 - 6월 축일 : 클로틸다(6.3), 보나파시오(6.5), 로베르토(6.7), 골롬보(6.9), 

             바르나바(6.11), 엘리사벳(6.18), 라자로/에우세비오(6.21), 

             세례자 요한(6.24), 바오로/베드로/ 성녀 마리아, 엠마(6.29)

권은정 루이제,  김정희 베로니카, 김종환 바오로, 신영옥 헬레나, 이윤아 크리스티나,

이인숙 엘리사벳, 홍태희 스테파노, 황희연 비아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이인숙 엘리사벳 : 하천 정화활동 - 5/9 도림천, 5/19 대화천, 

  5/27더뱅크신한 동호회/ 횡성 노아의 숲 줍깅 행사/알맹상점 방문(망원동  



  재래시장)-샴푸,화장품,세제 그램으로 판매, 저렴한 가격과 포장 없는     

  상점

- 권은정 루이제 : 걷기, 고기 줄이기, 전기 아껴쓰기, 지구와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을 독려하고 회칙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글을 기고함.

- 김정희 베로니카 : 시청에서 ‘아이스팩 모으기’ 활동을 성당으로 제안 

  했으나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아 크리스티나 : 우유팩을 모아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 황희연 비아 : 우유팩을 모아서 주민센터로 가져가려고 준비했습니다.

* 홍태희 스테파노 : “활동실천사례 공모전”  9월 첫 주 마감

   - 생태활동 내용과 사진 제출 : 공모내용 책으로 발간예정

   - 개인, 단체 참가 - 심사 후 시상 (상금포함)

4. 회칙 공부하기
 회칙낭독 : 115항-황비아, 116항-이크리스티나, 117항-권루이제, 

           118항-김베로니카, 119항-이엘리사벳

5. 주제토의  우자기 6월 23일 청계산, 22차 못자리벗, 교구벗

6. 공지사항

- 6월 29일 6시30분 대면 기도회 : 만남을 통한 교류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적 생태활동으로 나아간다. 

- 이인숙 회원님의 ‘하천정화활동’ : 도림천(6.13) 대화천(6.16) 

                  더뱅크 신한(6/24) 평화의 기도 모임 (6,14)

- 찬미받으소서 활동가 기본교육 수료 : 6,16(줌), 4월~ 6월 초까지 교육

- 못자리벗에서 서울 수궁동 본당 하늘땅물벗 설립 지원 : 못자리 반석벗

7. 강복

  (성서읽기)
 마르코복음 13.3 - 13절 ‘재난의 시작’ - 권은정 루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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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벗 황희연 비아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