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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실명인증글쓰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영양군석보면 화매2리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시범마을사업 6번째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개단체 80여분의 자원봉사자분들과 단체가 참여한가운데 
●보건소 의료지원,치매상담 및 만들기체험
●대양엔바이오기업체봉사단의 오래된 노후담벼락 파란색페인트칠
●바르게살기봉사단에선 팔각정 및 벤치 니스칠 및 무지개색 페인트칠을 해주셨고
●입암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자분들도 민원상담을 해주셨구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마을의 오래된 방충망을 전부를 교체해주셨고
●군청장준혁주사님의 장수사진촬영은 11년째이어지고있구요
●제빵 봉사단의 돋보기무료맞춤써비스도 진행되었구요
●이엄숙회장님께서 이미용써비스를 진행해주셨고
●생활개선회에선 자원봉사자분들과 마을주민들께 천연비누를 직접만들어 전달해주셨네요
●다문화가족봉사단과 다문화센터직원들께선 우체통 및 문패에 니스칠을 전부다해주셨고
●여성실버봉사단과 오창옥의원님께서는 마을분들과 봉사자분들이 드실 파전을 굽어주셨네요 
●소문난고기백화점 배현식사장님은 아침일찍부터 오셔셔 대형나무벤치를 직접 마을에 만들어 기증해주셨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분들께서는 짜장을 볶는데 필요한 야채들을 준비해주셨고
●전재춘,김창환봉사자를 비롯한적십자봉사단께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마을주민들이 드실 짜장면을 만들어주시고 설겆이까지 해주셨네요 
●묵묵히 마을전체세대주 분들의 명패를 나무에 직접 붓글씨로 써주신 김태수봉사자분과 
●마을주민들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주신 65세이상 남자어르신들로 구성된 낭만검객봉사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제빵봉사단에서는 팝콘과 음료 차를준비해주셨고
●영양군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행사때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와 행사지원 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을어르신들의 이불빨래와 옷가지등을 세탁한 이동세탁차량서비스도 이루어졌고 
●윳가락 만들기봉사단도 직접산에서 해온 싸리나무로 윷과 윷판 그리고 멍석까지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기증해주셨습니다. 만들고 기증한 윳과 윳판으로 자원
봉사자4분과 마을주민4분이 윷놀이 대결을 해서 김길동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후원해주신 라면과 휴지를 걸고 재미있는 윷놀이도 하고 아주 즐겁고 떠들썩
한 자원봉사시범마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계획입니다. 작지만 가치있는 행동 자원봉사활동으로 우리 영양군이 조금이나마 정이넘치는 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격려해주
러 오신 모든분들과 마을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바쁜일상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10월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 7호자원봉사시범마을에서 뵙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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