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7 차  못자리 벗 정기모임 회의록

일 시  2022년 9월 29일 19:30 장 소 줌미팅

사 회  김종환 바오로 반석 참석인원 6 명

      내      용

1. 시작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전반부)

 - 황희연 비아

2. 인사하기 &

  출석체크 

  김종환 바오로(반석벗), 김근열 로베르토, 심수연 헬레나,  

  이윤아 크리스티나 (디딤벗), 홍태희 스테파노(교구 반석벗), 

  황희연 비아(일벗) 

3. 생태적 삶과 

  실천사항 발표

 - 일일 생태피정 : 9.24. 토. 10:00-16:30, 21명 (반석벗님들 참석)

      

      

   <남양주 베네딕토회 성 요셉수도원>         

- 기후정의 행진 : 9.24.토. 1200-1700, 광화문 일대 (디딤벗참석)

     <기후행동 야외미사 : 유경촌 주교>

- 창조시기 온라인 기도회 : 9.27.토 20:00시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루카16,13)

   

- 생태영성학교 41기 교육              - 2022 초막절 행사 참석  

             

 

   <9.27-1.15, 반석-봉사자 활동>               <9.22.목, 정릉 성모교육원> 

- 대전 한국 에너지 기술원 방문 : 9.22.목 12:00-17:00

- 서울 대교구벗 회의 : 9.28. 수, 카톨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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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완연한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커피한잔을 들고 밖으로 나가 푸른 가을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주님께 찬미합시다!

 - 심수연 헬레나 : 9월29일 거리 피켓팅 활동

4. 주제토의

 

”못자리벗 정체성” 생태적 활동을 위해 근간을 이루는 사상, 생각, 이념, 

  가치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현재 못자리벗의 역할이 어떠해야하는가? >

   - 기도와 생태영성을 추구하는 집단.

   - 생태윤리, 생태신학을 추구하는 집단 → 기후행동에 동참.

   - 생태영성, 생태신학 강의 듣기.

   - 본당 신부님의 협력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일학교에서 하늘땅물벗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미사, 말씀묵상, 기도생활이 중요하듯이  

     생태적 삶과 활동을 제대로하기 위해서도 생태적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생태영성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함께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 지도자 교육, 양성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못자리벗  

     모임과 별개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고, 영성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 못자리벗이 점점 여러 지역으로 번져야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어 고민이 됩니다.

   - 못자리벗에서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본당 신부님께 제안드렸을 때 거절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계속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습니다.

5. 공지사항

 - 하늘땅물벗  6 주년 기념 잔치 : 10.8.토, 카톨릭회관        

 - 탈석탄법 입법청원 동의하기 : 9.30일한, 5만명 서명운동 동참

 - 2040 탄소중립 선언 미사 : 9.26.월, 대전 대흥동 주교좌성당

6. 마침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후반부) 

  -이윤아 크리스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