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2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6월 23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4명

      내      용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요 – 김재식,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리운 것도 조금씩 잊혀간다. 잊힌다는 건 의미를 다했다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찾아가면 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추억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날의 그것도 사라져 갔다. 그날의 그곳도 그렇게 사라져 
    갔다. 영원할 것 같았던 마음도 한때의 욕심이었음을 그렇게 스쳐가는 바람같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반석벗님> 
    그러나 자연은 늘 제자리에 있다. 변함이 없다. 인간만이 바뀔 뿐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자연이 변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아파한다.
    인간에게 잊혀지길 바라는가? 인간이 기억하는 자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이인숙 엘리사벳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지난 주간 나눔>

  - 하천정화활동 : 6.13, 6.16. 이인숙, 대화천 

   

    ž 도림천 정화활동에 20명 참석

    ž 상류쪽으로 정리활동

    ž 7/11 영등포역 피켓활동 예정

    ž 6/24 제2차 더 뱅크 신한 동호회 도림천 정화활동

     ➔ 가톨릭에서 시작한 하천정화활동이 전파되어 사적모임에서도 

        실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 ‘우리는 주님의 생태사도입니다’(유경촌 주교) 책자 발간 홍보



- 대전지역 대청호 피켓팅 : 6.15. 최선녀

- 일산 호수공원, 아파트 알뜰시장 페켓팅 : 6.14, 16. 심수연

 - 6월 축일 :  라자로/에우세비오(6.21), 세례자 요한(6.24), 바오로/베드로/  

               성녀 마리아, 엠마(6.29)

권은정 루이제, 김근열 로베르토, 김종환 바오로(반석벗), 이인숙 엘리사벳, 

황희연 비아(일벗)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김근열 로베르토> 

 - 매달 첫 주 지구를 위한 미사 참석

 - 인천환경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강의 참석 

    기후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의식의 전환”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 가톨릭 동호회 플로깅 실시

4. 회칙 공부하기
 회칙낭독 : 65항-황비아, 66항-김바오로, 67항-이엘리사벳, 

            68항-김로베르토

5. 주제토의
 찬미받으소서 실천사례 공모(하늘땅물벗 주관) 

   *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 (별지참조)

6. 공지사항

- 제39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6.26.11:00시, 자양동 성당, 환경사목위

- 6.29일 18:30분, 기도회 (교구벗 주관) - 떼제기도형식

- 심수연 헬레나님의 7월 환경봉사활동 

     : 7.14. 14:00-16:3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 찬미받으소서 실천사례 공모(하늘땅물벗 주관) :9.5까지 제출, 10.8일 시상

- 못자리벗에서 서울 수궁동 본당 하늘땅물벗 설립 지원



7. 강복

  (성서읽기)
 마태오복음 6.9 - 15절 ‘주님의 기도’ - 김종환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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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로베르토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