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4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7월 28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8명

      내      용

 ❣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섬        
                                                                 김길자 시인

    천둥 번개치는 깊은 밤  태풍 몰아쳐 오면 어찌 막을까
    역경도 고난도 나에게만 비껴가 달라 간절히 기도할까

    아니지 비바람이 불며 폭풍이 휘몰아쳐 가혹한 고통 따를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리  지금 이 모습처럼

 ❣ 생태적 활동과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인내하며 열심히 실천합시다.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이윤아 크리스티나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 김근열 로베르토, 김종환 바오로(반석벗), 심수연 헬레나,   

  이순 헬레나, 이윤아 크리스티나 (디딤벗), 이인숙 엘리사벳, 

  최선녀 로사리아, 황희연 비아(일벗) 

- 디딤벗 이윤아 크리스티나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 7월 축일 : 아론(7.1), 토마스(7.3), 김대건 안드레아(7.5), 보나벤투라(7.15)

             라이문도(7.80, 베네딕토(7.11), 베로니커(7,12). 다니엘(7.21)

             마리아막달레나(7.22), 크리스티나(7.24) 야고보(7.25), 

             요아킴/안나(7.26), 플로라(7.29)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최선녀 로사리아(대전) : 7.22. 새만금 공항건설 반대 거리미사



- 이인숙 엘리사벳(서울) : 7.22. 도림천 정화활동 -더뱅크 신한 동호회

    7.21. 대화천 상류 정화활동 : 농수를 끼고 있는 농로인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3개월간 월 2회 활동하  

                                  였고, 활동 우수단체로 수상하게 되었  

                                  습니다.  

- 심수연 헬레나 장터 피켓활동

- 7월 온라인 기도회 : 7.23. 가톨릭 기후행동

- 서울 교구벗 모임 : 7.27. 카톨릭회관 622호실, 9명 참석

    * 창조보전을 위한 1일 피정 : 9.24. 성 베네딕토회 요셉수도원(남양주)

    *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활동가 연수 : 8.31∼9.1(1박2일)

    * 한일 탈핵 평화순례 : 8.28∼31, 서울-고리, 월성-대전-서울 

    * 2022 하늘땅물벗 공모(찬미받으소서 실천사례 공모) : 접수,8.1∼9.5

         신청서 : fhew@fhew.org 양식참조 

  

4. 회칙 공부하기

 <회칙 낭독 : 72항~75항>

 <회칙 나눔>

  -김종환 바오로 : 72항 하느님을 마주하며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 자연을 마주하며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윤아 크리스티나 : 72항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 하느님  

   의 명령으로 재창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리배출에 앞서 길거리에 뒹구  

   는 쓰레기를 보며 기본 교육의 부재를 느낍니다.

  -이인숙 엘리사벳 : 73항 세상을 창조하신 전 능하신 하느님을 관상함으로써 

   시련의 때에 다시 힘을 얻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 회복탄력성으로 시련의   

   때에 힘을 얻도록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인간의 탄소배출 때문입니다. 
                       지구온도를 낮추는 생태실천을 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이순 헬레나 : 74항 바빌론 유배의 경험은 영적 위기를 가져왔으나, 이 위기가   

  하느님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 영적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실감하면서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로 다시 시작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수연 헬레나 : 75항 인간의 주장을 멈추고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소비를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황희연 비아 : 75항 그분의 피조물을 우리 발아래 두며 짓밟아 버리는 제한 없   

  는 권리를 요구하는 지경 ➞ 인간의 끝없는 욕망, 탐욕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외면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염증이 나지만, 신앙인이라면 포기가 아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빛을 선택해야겠습니다.

5. 주제토의
 - 찬미받으소서 실천사례 공모(하늘땅물벗 주관) 

   * 개인별 실천한 내용 작성, 제출

6. 공지사항

 - 찬미받으소서 실천사례 공모(하늘땅물벗 주관) : 8.12일한 제출/10.8일 시상

                                               

      ❈. 못자리벗 회원 개인별로 내용 작성하여 제출

 - 제 41기 생태영성학교 홍보 : 9.27∼11.5, 8주, 대면

7. 강복

  (성서읽기)

 요한복음 (12,27 – 36절) “들어 올려져야 하는 사람의 아들” 
                                           - 이인숙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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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아 크리스티나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