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02. 28 기준]

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C1

[재난] 삼총사 – 계절 안전 약속해요

 [계절에 따른 안전생활 테스트를 통해 계절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그리, 네오, 나별난은 계절에 따른 안전생활 테스트를 받는다. 그리와 네오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롭게 말해 안전 테스트에 통과한다. 반면 나별난은 기온이 높은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고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먹어 결국 배탈이 난다.

C2

[교통] 삼총사 – 안전장비 착용 약속해요

  [인라인,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비 착용과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알아본다.]

- 나별난은 각가지 재주를 부리며 위험하게 인라인을 탄다. 처음 인라인을 타는 세미는 넘어지

려 하고, 오각 보안관이 등장해 세미에게 안전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법을 알려준다. 자전거를 타

고 등장한 네오도 오각 보안관을 통해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할 점을 알게 된다. 잘난척을 하며 인

라인과 자전거를 탄 나별난은 결국 다치게 되고, 친구들과 앞으로는 안전장비 착용을 잘하기로

보안관과 약속한다.

C3

[유괴] 삼총사 – 혼자 놀지 않기 약속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나별난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혼자 놀고 있는 친구를 찾는다. 마침 밖에서 혼자 놀고 있

던 네오에게 다가가고, 그러나 네오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별난을 따라가지 않았다. 다시 나별

난은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서고, 이번엔 그리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리도 지혜롭고 단호하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해 나별난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나별난은 안전보안관에게 붙잡혀 가

게 된다.

C4

[약물오남용] 삼총사 – 함부로 먹지 않기 약속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함부로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나별난은 도형 나라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 마트를 열어, 달콤한 음료수와 맛있는 과자를 계

속해서 주려는 계획을 세운다. 먼저 나별난은 목마른 네오에게 다가가 설탕이 가득한 음료수를

계속 주고, 결국 네오는 배를 아파한다. 다음으로 나별난은 세미에게 다가가는데, 지혜로운 세미

는 나별난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좋은 음식이라도 함부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을 이야기한다.

C5

[성교육] 삼총사 – 아픈 비밀 말해주기 약속해요

 [나쁜 일을 겪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어른에게 말해 주기로 약속한다.]

- 평상시 활발했던 세미가 요즘 이상하다. 친구들과도 놀지 않으려 하고,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그리는 나별난 집에 가게 되고, 나별난은 세미에게 이쁘다고 호의를 베풀며 성추

행을 한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며 협박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세미가 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

고, 세미는 용감하게 엄마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C6

[소방] 삼총사 – 안전한 불 약속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무인도로 안전체험을 떠난 도형 나라 친구들, 그런데 장난꾸러기 그리는 배를 놓쳐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다. 춥고 배고픈 그리는 착한불을 만들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심심해진

그리는 착한 불로 불장난을 시작하고 마는데... 결국 착한 불은 괴물 불이 되고, 그리는 불을 함

부로 다루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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