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을 위한 감성마사지 프로그램 Ver 3.

전라남도 장흥 토요시장을 가다

신1:
어르신들을 위한 브이알  감성마사지
프로그램시간입니다.
어르신들 한주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남단의  남해안에 있는
장흥의 토요시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남해안에 있는 장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차를  타고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오늘 저희가 가고있는 장흥에는 
유명한 보성 녹차 밭도 있고 
편백나무 숲도 있습니다.  

고성 바닷가도 있지요 .

오늘은 잠시 안성휴게소에서 
쉬어가겠습니다.

신2:
안성휴게소에 와보니
마침 남미에서 온 인디안들이 춤을 추고 있군요 

신3: 
배가 고프시다는 어르신이 계셔서 
식당안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참 많지요?

신4: 
안성을 출발하여 다시 장흥을 향해 갑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신5: 
이제 조금 있으면 장흥에 도착합니다.

신6: 장흥토요시장
어르신들,
멀리 차를 타고 오셔서 피곤하시지요?
지금 보이는 곳이 장흥토요시장입니다.
토요일 마다 열리는 장흥만의 시장입니다.
이미 이곳을 명소가 되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신7: 소고기집 터운 앞

장흥토요시장에 가장 많은 곳은
한우소고기 집입니다.
한우 소고기 집이 모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8: 한우소고기집 안의 모습
한우소고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에서 먹고싶은 소고기를 골라
위로가서 맛있는 반찬과 함께 구워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삼합입니다.
삼합은 키조개관자와 표고버섯,
한우소고기 세 개를 한입에
싸서 먹는 것입니다.

신9: 강냉이집
소고기 삼합을 맛있게 먹고
시장 나들이를 나섭습니다.
첫 번째 들린 곳은 
강냉이 집입니다.
고소한 강냉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강냉이입니다.

신10신발집
길거리에 판을 깔은 신발집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에 딱 어울리는 신발이
많네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신11 옥수수와 시원한 식혜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아주 억음직스러운 옥수수와
시원함을 달래줄 시원한 식혜가
있습니다.
한모금씩 드시고 가시겠습니다.

신12엿가게
오우 울룽도에 가면 유명한 
울룽도 호박엿집 보다
더 큰 엿가게 집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지요

신13프로방스
할머님들이 좋아하는 옷들이
가득 걸린 프로방스입니다.
장흥토요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골라 입고 나오시지요.

신13도나스가게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나스 가게입니다.
방송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도나스 가게 사장님이 
어려 차례 부탁했습니다.
잠시 시장을 다니느라고
배고팠는데
함께 맛있게 드시지요.

신14 거리공연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여
가까이 가보니 
김서방이 시장터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구수한 만담과 노래와 춤으로
시장을 찾은 관광객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신15 장흥토요시장을 마치며
볼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 더 많지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장흥 토요시장 잘 구경하셨어요?
다음 주 어르신을 위한
브이알 감성마사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논의하기

1. 어르신들 장흥시장에서 파는 물건 중에 꼭 하나씩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장흥 토요시장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2. 퀴즈를 하나 할까요?  가장 먼저 맟추신 어르신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장흥토요시장은 무슨 요일에 열리나?’입니다.

3. 우리 함께 가는 여행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신가요?
   국내도 좋고 외국도 좋아요.

4. 가장 듣고 싶은 가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5. 다음 주는 순천을 방문하여 순천만 습지와 아름다운 순천 가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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