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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찾아가는 자원봉사 자장면 시키신 마을 프로그램이 일월면 주곡2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인해 자장면이 아닌 냉면이 마을분들께 제공되었습니다.

가구 수 19가구, 주민 25명의 작은 마을인 주곡 2리에 적십자, 여성단체, 실버봉사단, 낭만검객 봉사단 등의 봉사자분들 열네 분이 시원한 냉면을 만들어 주셨
습니다.

실버 봉사단의 손맛이 담긴 파전과 낭만 검객 봉사자분들의 칼갈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의 방충망 수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영양군청(https://www.yyg.go.kr)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시원한 냉면을 드신 후 자원봉사센터 김길동 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상품을 건 윷놀이가 진행되었고 봉사자 네 분과 마을 주민 네 분의 치열한 승부가 있었습
니다.

윷놀이 후 윷판과 멍석, 봉사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윷은 마을에 기증되어 마을회관의 활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주곡2리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신 적십자 회원님들,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실버 봉사
단, 낭만 검객 봉사자 선생님들, 개인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짜장면 시키신 마을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사업에 쓰이는 모든 재료비와 경비는 전액 자원봉사센터직원들과 영양군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분들
이 십시일반 내시는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단체나 개인 분들은 언제든지 자원봉사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일동

☎68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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