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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세상을위한모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꽃세상)은 1999년 1월에 발

족해, 3월에 '동강의 비오리'에게 제1회 풀꽃상을 드

리는 것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민환경단체입

니다. 우리는 자연물에 풀꽃상을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풀꽃세상은 환경문제가 사람이 이 별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우리는 화급하게 할 일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유용한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치를 우리는 옹호합니다.

우리는 풀꽃상을 드리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

을 펼치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다시 살피고 마침

내 세상의 '좋은 변화'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생의 가치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연을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풀잎들 중의 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풀씨의 마

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을 믿고, 또한

마음의 변화로 비롯된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마침

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제1회 풀꽃상

본상 : 동강의 비오리

부상 : KBS자연다큐멘터리팀

비오리는 나그네새였지만 텃새가 되었습니다

  제2회 풀꽃상

본상 : 보길도의 갯돌

부상 : 보길도 사람들

보길도 해변에는 아름다운 갯돌이 있습니다

  제3회 풀꽃상

본상 : 가을 억새

부상 : 민둥산잔치를 벌이는 정선군 남면 사람들

우리는 억새 한 포기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4회 풀꽃상

본상 : 인사동 골목길

부상 : 고서점 통문관 주인 이겸로 옹

골목길은 메마른 땅에 흐르는 개울과 같습니다

  제5회 풀꽃상

본상 : 새만금 갯벌의 백합

부상 : 미래세대 소송을 건 어린이들

백합은 갯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6회 풀꽃상

본상 : 지리산의 물봉선

부상 : 실상사의 세 스님

“지리산 계곡의 물봉선을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드린 풀꽃상

풀꽃세상은 풀꽃상을 드릴 때마다 <풀씨>라는 매체를 발행해

풀씨처럼 뿌립니다.

<풀씨>1-4집은 명상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단행본 <풀씨>를 구입하실 분은 풀꽃방(02-325-6801)으로 연락주십시오.



4회비를 입금하실 때, 꼭 성함과 풀씨번호가 통장에 찍히도록 해 주십시오.

새 풀씨에게 드리는 인사말

조용히 마음의 운동을 펼치는 우리 단체가 새 풀씨님의 마음 한 구

석을 건들어, 이토록 귀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새 회원을‘새 풀씨’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람도 자연의 일

부라는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뜻과 함께 우리 단체의 목적이 풀

씨처럼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꽃상을 드

릴 때마다 펴내는 책이름도 <풀씨>입니다.

풀씨는 풀꽃상 시상식과 병행하는 총회에 참여하며, 우리 단체에서 펴내는 매체 <풀씨>와

소식지 <풀밭>을 받게 되시며, 우리 단체가 주관하는 여러 환경행사에 참여하십니다.

또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지역모임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체 사무처(풀꽃방)와 풀꽃상 선정위원회에 풀꽃상 후보를 상시 추천하실 수 있

습니다. 풀꽃상은 여러 풀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풀꽃상을 뽑는 풀씨들' 회의를 거쳐 뽑습

니다. 그 동안 우리가 드린 풀꽃상은 모두 풀씨들의 추천에 의해 결정되곤 했습니다.

가입신청과 함께 새 풀씨가 되신 작은 환영의 마음으로 드린 꽃씨와 풀씨번호,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펴낸 매체 <풀씨>를 받으신 뒤, 3개월 이내에 월약정액이나 후원금을 납부하셨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정관에 밝혀져 있는‘정회원'이 되십니다. 월약정액을 스스로 정하신 뒤, 아

래의 통장 중 하나를 택일해,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납부는 시민운동의 가

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풀꽃세상이 여러 풀씨들의 자발적인 회

비납부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견실한 시민단체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

은 여러 풀씨들의 극진한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새 풀씨가 되신 뒤,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은 회원자격이 유보됩니다. 유보된

회원은 회비 납부를 재개하는 시점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다시 얻습니다.

가입신청 때 단체에 보내신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 참여로 지속되어‘풀꽃세상과 함께 가기'

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풀씨라고 부르는 회원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풀씨이면서 동

시에 풀씨를 퍼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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