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에듀플레이 (인성)작품 B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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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B1

[효] 우리엄마 사세요

 [ 가족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의 표현을 알려준다.]

- 혁이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항상 못마땅하고 밉다.

엄마와 시장에 간 혁이는 갖고 싶은 것들이 참 많고 모든 것이 재밌고 신     

기하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혁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엄마를 사달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다.

B2

[위생] 멍이충이 구출작전

 [ 손 씻기와 이 닦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배워본다.]

  - 손 씻기를 싫어하는 멍이와 이 닦기를 싫어하는 충이에게 세균맨과 

병균맨이 공격하는데 위생맨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겨내면서 손 씻기와 

양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B3

[전래] 며느리는 방귀쟁이

 [ 쓸모없어 보이는 방귀로 도둑을 물리쳤듯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귀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꼬마 신랑에게 예쁘고 착한 색시가 있지만 참고만 있던 방귀 때문에 

시아버지 앞에서 큰 실수를 한다. 이 일로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며느리의 방귀가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잡는 복 방귀가 되어 

며느리와 꼬마신랑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B4

[다문화] 토리와 우리

[ 모양이 다른 물고기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어울림에 대해 알려준다]

 - 깊은 바닷가 속에 ‘토리’라는 물고기는 ‘우리’라는 작은 물고기들의 학교에 

전학 오게 되지만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놀림과 따돌림을 받게 된다. 하지만 

‘토리’의 지혜로 샤크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함께’라는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한다.

B5

[경제] 부자가 된 아기돼지 삼형제

 [ 아이들에게 친숙한 아기돼지 삼형제 캐릭터를 통해 경제관념을 알려준다.] 

 - 돼지 삼형제의 엄마는 돼지들에게 돈을 주며 각자 집을 짓고 살라며 독립시

킨다. 멋쟁이인 쟁이는 옷을 사느라 돈을 다 써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먹는 걸 

좋아하는 먹이는 종이로 집을 짓게 된다.  한편 엄마에게 받은 돈을 저축한 꿀

이는 부자가 되어 집을 사서 늑대를 혼내주는 내용을 통해 소비 활동의 중요

성을 알려준다.

B6

[깨달음] 내 이름은 리꾸꺼

[ 리꾸꺼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반대로 행동하고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청개구리 꺼꾸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반대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반대로 그래

서 꺼꾸리의 이름도 리꾸꺼로 불린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을 보게 된 리꾸

꺼는 심심해서 개구리의 천적 족제비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한 번 두 

번 재미를 붙인 리꾸꺼, 그러던 어느날 진짜 족제비가 나타나 리꾸꺼가 잡힌다. 

그러나 엄마의 지혜와 용기로 리꾸꺼를 구하게 된다.

   앞으로는 리꾸꺼는 거꾸로 하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