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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A1

[재난] 땅이 – 기온에 따라 조심해요

 [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른 안전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준다.]

 - 땅이와 늘이는 호호박사님의 어린이계절체험관에 놀러간다. 그곳에서 땅이와 늘이는 계절에

따른 안전 교육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여름 안전수칙 테스트와 겨울 안전수칙 테스트에

모두 통과하게 된다.

A2

[교통] 땅이 - 신호에 따라 조심해요

 [ 교통안전 표지판과 횡단보도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주며 교통·보행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다.]

 - 땅이는 호호박사님의 교통안전 연구소에 놀러가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 배운다.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지 않은 늘이는 횡단보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나고 만다. 마음이 삐딱한 삐딱박

사는 신호등이 없으면 빨리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호등을 고장 내지만, 오히려 혼잡해지

고 만다.

 이 사실은 안 호호박사님은 신호등을 고쳐 도로를 질서 있게 되돌리고, 땅이에게 횡단보도 안

전수칙에 대해 알려준다.

A3

[유괴] 땅이 –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집으로 찾아왔을 때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 착한 어린이들을 데려가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은 삐딱박사는 땅이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

보며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잘 받은 땅이는 삐딱박사를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삐딱박사는 땅이의 집까지 찾아가 다양한 작전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경찰에게 잡혀가고 만다.

A4

[약물오남용] 땅이 – 약 먹을 때 조심해요

 [약의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주며, 약을 잘못 먹거나 오남용 했을 때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 마을 뒷산으로 캠핑을 간 땅이와 늘이는 호호박사님이 숨겨 놓으신 구급약통을 발견하게 된

다. 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늘이는 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결국 배탈이 난 늘이는 병원에 가게 되고, 호호박사님은 친구들에게 약의 올바른 복용법

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준다.

A5

[성교육] 땅이 – 소중한 우리 몸 조심해요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그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며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인식 할 수 있도

록 한다.]

-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 몰랐던 땅이는 호호박사님을 찾아가,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명칭,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 듣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심심한 삐딱박사는

코미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장난을 치려 하지만,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미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A6

[소방] 땅이 – 불 조심해요

 [다양한 화재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불의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

- 오늘은 땅이의 생일. 호호박사님의 집으로 놀러 간 땅이는 케이크를 보고 혼자 성냥불을 켜본

다. 처음에 작고 귀여웠던 ‘불이야’는 땅이의 실수로 땅이의 옷에 붙어 점점 커지고 만다. 땅이에

게 음식을 해주고 싶었던 늘이는 혼자 가스불을 켜고 요리를 하다 무서운 ‘불이야’에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게 된다. 결국 땅이와 늘이, 호호박사님은 병원에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하고, 앞

으로는 항상 불을 조심하기로 한다.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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