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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VR여가 프로그램활동계획서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요양원                              실시년도: 2018년

프로그램명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음악따라 시간여행’

목적
◉흘러간 옛 노래를 감상하고 시대적 배경 및 가사의 의미를 이해
◉음악 자원봉사자의 기관내에서의 연주를 VR 비디오제작, 프로그램화  

목표
◉주1회 어르신 개인별, 또는 4~5명 그룹별 프로그램수행
◉저비용 고효율 VR 자원봉사 컨텐츠를 기관운용 프로그램으로 활용  

배경 및 필요성

◉VR/AR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생활접목의 시대 도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간접경험 VR프로그램제작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컨텐츠 제작    
◉몰입형 VR컨텐츠를 활용한 실제 현장감 레크리에이션 체험으로 
  감성마사지 및 흐려져가는 감성재활 시도 

프로그램 내역

◉기관들의 자원봉사 음악프로그램의 VR 비디오 영상 감상
  (연주자들과 입소 어르신이 함께 동화되어 즐기는 현장 감상) 
◉유명 가수의 공연 현장 및 거리악사 공연 현장 영상 활용 
◉흘러간 옛노래의 VR영상 음악 비디오 감상
  (고궁, 꽃길, 가고싶은 고향, 고속도로 여행, 기관 오락행사 영상 활용)

수행방법/도구

수행방법 및 절차 수행도구
1. VR 감상도구 확보(선택사항: 이어폰 등) 스마트폰, VR헤드세트
2. ‘GOVR Player’ App 설치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3. 스마트폰에 제공된 ‘음악따라 시간여행’
컨텐츠 설치 (GOVR/local video folder)

데이터 전용 USB 커넥터

4. 스마트폰 앱 GOVR 시작 스마트폰 앱
5. VR헤드세트에 스마트폰 삽입 어르신별 조절 (머리부착)

진행시나리오

1. 수행방법도구에서 설명한대로 준비 완료한다.
2. 어르신들에게 오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노래/가수에 대해 소개한다 
3. 어르신들에게 음악이 담긴 VR헤드세트를 장착시켜 드린다 
4. 먼저 ‘음악따라 시간여행’ VR 프로그램을 감상하게 한다.
5. 감상이 끝나면 준비된 진행자 내레이터 교본을 참고, 노래의 시대적
   배경과 가사의 의미, 가수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6. 어르신에게 프로그램 감상의 소감을 여쭈어 본다.
7.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프로그램 수행일지를 기록한다. 

수행시기/빈도 수행시기: 어르신이 무려해 하는 주중  빈도: 주 1회
수행인력 사회복지사

수행대상자 입소하신 여가프로그램 대상자 별 맞춤형 서비스 

평가방법

평가후 소감을 물어보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물어본다.  VR헤드세
트를 착용하였을 때 어지럽거나 글씨가 흐리게 보이는지 확인하여 헤드
세트 조정을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기대효과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과 재가 구분없이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관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운영비용을 절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폭넓은 프로그램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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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따라 시간여행’ 네레이터 해설본

제1편 1935년대 ‘목포의 눈물’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는 머리에 투구같은 것을 쓰시고 젊으실 때 자주 들으셨
던 유명한 가수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곡목은 어르신들이 아주 어렸던 시절인 1935년대의 ‘목포의 
눈물’입니다. 
 
어르신? 목포의 눈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신다구요?  처음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하, 가사는 생각안났다구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을 거어리이며’ 이렇게 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자 먼저 함께 들어보시지요

[진행자]VR헤드세트를 어르신의 머리에 씌워드리고 제1편 목포의 눈물을 찾아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린다

{VR헤드세트에서 제1편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온다}

어르신 노래 잘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는 유명한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멋있는 
남자들은 성남에 있는 행복 아코디안 음악봉사단의 연주 내용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있던 1935년 이난영이라는 유명한 가
수가 처음 부른 뒤 오랫동안 여러 가수들이 즐겨 부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
로트 곡입니다.  오늘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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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어르신들, 혹시 이 노래의 작사자와 작곡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네 바로 작사자는 문일석 님, 작곡자는 손목인 님 입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의 20대 무명 시인이었던 문일석님은 1935년 조선일보가 오
케레코드와 함께 향토 신민요 노랫말을 공모하자 〈목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
로 응모하여 1등에 당선되었습니다. 

  흥행의 귀재로 불렸던 오케레코드의 사장 이철 님이 제목을 〈목포의 눈물〉
로 바꾸어 가지고 오면서 남인수님이 취입하려 했던 갈매기 우는 항구 라는 
곡이 당선되어 "본인이 제목을 바꾼 가사(목포의 사랑)를 붙이면 어떨까?" 하여
서 작곡가 손목인님의 곡을 입혀 취입을 해서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가수는 목포 출신의 신인으로 당시 나이 십대 후반이었던 이난영이었습니다.  
이난영 특유의 비음과 흐느끼는 듯한 창법에는 남도 판소리 가락과 같은 한이 
스며 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이난영의 대표곡이 되었고 이난영의 또다른 노래 목포는 항
구다와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향토색 짙은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목포의 애국가'로까지 불리기도 하고, 목포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이었던 김
대중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남 지역을 연고로 했던 프
로 야구팀 해태 타이거즈의 응원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와 곡조는 매우 애잔하여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
과 서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깊은 한과 울분이 숨겨진 〈목포의 눈물〉은 나
라 잃은 슬픔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곡이었기에 국민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
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가요사에서 불후의 명작'이라는 찬사가 있을 만
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만인클럽과 실버피아온라인이 제작했으며, 노인장기요양 어르
신들을 위한 급식전문 유통기업 푸드머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8.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