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4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8월 11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6명

      내      용

 
❣ 회의진행 - 반석벗 김종환 바오로

                                        

 ❣ 우리나라의 절기와 그에 따른 전통이 요즘 세대들에게 잊혀지고 있고, 자연을 생각하는   

    전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을 돌보지 않으며, 인간위주로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이윤아 크리스티나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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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 엘리사벳, 차인화 마틸다, 황희연 비아(일벗) 

<지난주 돌아보기>

- 김근열(구미) : 7.28.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발암물질) 검출

- 금요 기후행동 : 매주 금(8, 12, 19, 25일), 광화문 4거리, 11:30 분

- 녹색성당 탄소배출 계산 : 8. 8.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 각 본당 및 가정에서 탄소배출량 계산법, 에너지 절약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반석벗 : 8. 8.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님 강의 참석,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본당 ‘하늘땅물벗’   

          회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 황희연 비아 : 8. 8.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님 강의 참석,

                생태영성에 관련 교육에 자주 참석하여 그 의미를 새기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할 수 있겠  

                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대상에게 생태교육이 시급하므로 

                의사소통 수업하면서 생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차인화 마틸다 : 본당에서 월1회 기후위기 피켓팅을 합니다.

- 이윤아 크리스티나 : 입원 중이신 어머니를 살펴 드렸습니다.



  

- 이인숙 엘리사벳 : 

  § 8월26일 더뱅크 도림천 정화활동 예정/ 하천의 상황에 따라 신도림역  

    6번출구 쓰레기 줍기 활동으로 변경가능

  § 22년 1월~7월 상반기 활동 정리로 8월25일 대화동 성당 활동사진     

    전시예정, 작은행사 예정

- 심수연 헬레나 :

  § 당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학생들과 거리 피켓팅

   

4. 회칙 공부하기

 <회칙 낭독 : 76항~80항>

 <회칙 나눔>

  - 김종환 바오로 : 77항 세상은 자의적인 전능, 곧 힘의 과시나 자기 과시의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  

    드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힘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대했으며, 

    그로인해 자연이 무너지고 창조질서까지 무너지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결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안남은 시간동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가?

  - 이윤아 크리스티나 : 80항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청하면 잘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차인화 마틸다 : 77항 가장 하찮은 것의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며, 아주 잠깐 살아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 필요없는 피조물은 없으며,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  

    니다.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을 필요에 

    의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황희연 비아 : 77항 하느님 사랑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근본적 동력입니다.  

   ➞ 인간들이 하느님을 진정 사랑한 것이 맞을까? 그랬다면 지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편리함에 눈감고 귀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인간 안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동력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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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fhew@fhew.org 양식참조   
      ❈. 못자리벗 회원 개인별로 내용 작성하여 제출



     ◎ 무더위와 홍수가 전국을 덮고 있네요. 모두 인간 활동 때문입니다. 

                    지구온도를 낮추는 생태실천을 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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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당 ‘그린리더양성’ 프로그햄 참여 : 8.22-26강의, 이후 실습 3주

   * 참석 희망자 : 김종환 반석에게 신청 : 010.5912.1957

 - 지구를 위한 오늘 우리의 선택 북 콘서트 : 9. 2. 금. 1800-2030

   * 장소 : 에이치 스테이지(홍익대 정문 앞), 신청 : 02.945.5985-7, 생활성서사

 - 생태활동가 연수 : 8.31-9.1, 마포 마리스타 교육관

 - 창조보전 생태 피정 : 9.24,1000-1800, 남양주 요셉수도원

7. 강복

  (성서읽기)
 요한복음 (1,1 – 18절) , 머리글 - 이인숙 엘리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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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아 크리스티나

9. 찬미받으소서 노래 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