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테라피 감성마사지- ‘을왕리로 가요’

1. 프로그램 목표
  ①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며 어르신들에게 바닷가 해수욕장을 구경하게 하고
  ②그곳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감성을 추스르는 감성 마사지 경험을 함

2. 프로그램 구성
  ①입문: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표, 내용 설명
  ②VR 프로그램 관람 (약 15분)
  ③공유의 장: 감성 마사지 VR테라피 소감 

3. 시나리오 구성
  ①을왕리가 어디에 있는 해수욕장 인지?
  ②드론을 통해 바라본 을왕리와 나훈아의 노래 (해변의 여인)
  ③을왕리 해수욕장 이모저모
  ④거리풍물 및 가게들
  ⑤저물어가는 을왕리 해수욕장

 
4. 세부 시나리오

a1: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장마철이 되어 습기가 차니
아마 짜증이 많이 나실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여러 어르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보실 해수욕장은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신나시지요?

을왕리 해수욕장은 
외국에 나갈 때 인천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바로 인천공항 옆에 있어
매우 가깝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발을 담그고 있네요

해가 질무렵이라 
서쪽 하늘에 보이는
황혼의 붉은 색이
우리 어른신들의 마음을
마구 설레게 하지요?

그럼 잠시 후
을왕리 해수욕장의 하늘을 
드론과 함께 날아보겠습니다.

a2:

우선 먼저,
을왕리 해수욕장의 하늘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원하게 날아보시지요.

멀리 바다 끝이 아련히 보이고
저녁노을이 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여름 바다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지금 드론으로 하늘을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 보니
나훈아라는 가수가 부른 
해변의 여인아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함께 들어보시지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a4:

어르신들,
나훈아의 노래, 잘들어 보셨지요?
언제 들어도 다시 또 듣고 싶은 노래네요.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거닐던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던 
그 옛날의 아름다움을 
오늘 드론괴 함께 
하늘을 날면서 
마음껏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5;

저 멀리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물장구를 치고 있네요.

저 멀리서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가 
몹시 더운 날인데도 부등켜 않고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네요.

자매간인 듯한 세사람의 아줌마들은 
신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어요.

어 저곳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온 감자깡을
갈매기 한테 주고 있네요.

또 저곳에서는 호박엿 파는 아주머니가
틀어놓은 카세트 음악에 흥겨워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 모두가 행복한 바닷가의  풍경입니다. 



 a6:

어르신들,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배가 보입니다.

갈매기 까까 주려고 엄마와 아이들이
갈매기에 다가 갑니다.

배들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관한 노래를 불러볼까요?

어르신들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면
가장 잘 부르던 노래가 무엇인가요?

해변에 뺑 둘러 앉아 
박수치며 수건돌리며,
부르던 노래 생각이 나시나요?

조개 껍질묶어 이지요?
다함께 불러 보시겠습니다.
{조개 껍빌 묶어}

a8
어르신들, 흥겨우신가요?
혹시 바닷가에서 이런 게임하며 ,
신랑,신부 만나신 어르신들 계세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만단 커플은 
백년해로하면 잘 산답니다.

이제는 바닷가의 거리로 나가 보지요.
아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호박였 파는 곳도 구경하고
길거리에 조개구이 하는 식당도 들어가 보고
시끌 시끌하는 소리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a9:

이제  을왕리의 하루는 저물어 갑니다.
멀리서 태양이 서쪽에서 기울고 있어요.
지금은 썰물 시간이라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물이 빠지는 파도를 따라 
바닷가로 들어 갑니다.

데이트를 즐기는 어느 젊은이들이
카레라 찍는 것이 신기한 지
다가와 무엇이냐고 불어 봅니다.

홀로계셔서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외출하여 
이 을왕리에 오신 것처럼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드론에서 내려다본 
신을 벗고 해변을 거니던
세명의 아주머니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의 밤은
서서히 깊어만 가고
바닷가 저건너 산등성이의 불은 밝아져 갑니다.

오늘 을왕리 해수욕장 잘 구경하셨어요?
이번 여름에 꼭 한번 모시고 갈게요?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6. 감상

  ①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디입니까?

  ②드론을 통헤 을왕리를 나는 순간은 어떻했습니까?



  ③실제 파도소리가 들리니 바다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④이번 여름에 을왕리를 한번 다녀오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⑤VR 관람 중 불편한 것은 없으셨는지요?

  진행: 박선민
  프로그램 제작: 강세호
  프르그램 실시일 및 장소: 2018년 7월3일, 실버릿지판교요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