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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B1

[재난] 랑이 – 전염병 예방해야 돼요

 [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 숨어 있는 병균들. 세균 대왕과 부하들은 뚱이와 총이의 몸을 공격

하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점점 아프게 된다. 하지만 랑이가 나타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병균들을 모두 물리친다.

B2

[교통] 랑이 – 안전하게 걸어야 돼요

[ 보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 알려주며,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생일선물을 가지고 총이의 생일파티에 가려고 하는 랑이. 하지만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이상한 아저씨가 길에 함정을 만든다. 계속 된 이상한 아저씨의 방해 때문에 랑

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안전지킴이 아저씨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무사하게 총이의

생일파티에 갈 수 있게 된다.

B3

[실종] 랑이 –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 미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아가 되었을 때 올바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톡톡랜드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도치와 총이. 엄마를 찾아 혼자 돌아다니던 도치는 이상

한 아저씨에게 잡히고 만다. 하지만 다행히 총이의 도움으로 도치는 엄마를 만나게 되고, 총이는

자신의 엄마를 찾기 위해 112에 전화를 한다. 제자리에서 울지 않고 엄마를 기다린 총이도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되고 엄마와 함께 도치 가족을 만나러 간다.

B4

[약물오남용] 랑이 – 담배연기 피해야 돼요

 [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시켜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뚱이는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이상한 아저씨를 따라하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뚱이. 그런데 이상한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담

배괴물이 나타나게 된다. 담배괴물은 자신과 친구를 하자며 다른 친구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랑이가 나타나 친구들과 힘을 합쳐 담배 괴물을 물리치고 담배괴물로부터 뚱이를 구해

준다.

B5

[성교육] 랑이 – 소중한 우리 몸 알아야 돼요

 [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남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양성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숲 속에 놀러 간 뚱이는 랑이에게 우리 몸 속 신기한 현상들에 대해서 듣게 된다. 우리 몸은

신기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뚱이. 하지만 뚱이는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고 용감하

다며 총이와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때, 안전지킴이 아저씨가 나타나 뚱이에게 남녀평등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남녀의 신체 차이, 2차 성징 등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B6

[소방] 랑이 – 대피요령을 알아야 돼요

 [ 비상구 표시에 대해 알아보며 화재 발생 시 올바르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어린이 안전 센터에서 화재 대피 테스트를 받게 된 총이와 뚱이, 랑이.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총이는 무서워서 숨어버린다. 뚱이는 먹을 것을 챙기며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 결국

총이와 뚱이는 테스트에 탈락하게 되고, 안전박사 랑이는 올바른 대피 방법을 실천하며 테스트

에 통과한다.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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