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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노력] 꿈꾸는 베짱이

 [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주인공을 통해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우리의 베짱이는 가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꿈꾸는 베짱이다. 짱이는 못된 구리 아저씨

의 거짓말에도 꿋꿋이 맞서며, 깨미 아저씨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겨울 내내 열심히 노래 연습

을 한다. 따뜻한 봄이 오고 위대한 가수 선발대회 결승전에서 만난 짱이와 구리 아저씨! 최종우

승자가 짱이가 되면서 꿈을 이룬다.

C2

[환경보호] 초록마을 수비대

 [ 살기 좋은 지구환경과 분리수거의 습관을 길러준다.]

- 초록마을에 옹달샘은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희망이다. 어느 날 공장이 들어서고 깨끗한 옹달

샘에 나부자는 쓰레기와 독극물을 버린다. 오염이 된 옹달샘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친구

들은 분리수거를 시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게 된다.

C3

[지혜] 곶감아, 나 살려

 [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과 문제해결 능력을 알려준다.]

- 어느 날 토끼가 낮잠을 자다 깼는데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눈치 채고 꾀를 내어 호

랑이에게 구운 돌을 떡이라고 먹여 위기를 모면한다. 호랑이는 자신이 속을 걸 알고 토끼를 잡

아 혼내주기 위해 마을로 내려간다. 그러다 배가 고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곶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치는 것을 듣고 곶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소를 훔치러 왔던 도둑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호랑이는 도둑을 곶감으로 알고 깜짝

놀란다.

C4

[장애인식] 더지야, 안녕?

 [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음을 이해하며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 쥬쥬 마을에 사는 아기 두더지 더지와 꿀꿀이는 사이좋은 친구이다. 하지만 땅속에 사는 더

지는 밖에서는 눈이 좋지 않아 먹보대장 먹지는 늘 더지를 놀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 먹지를 잡아간다. 땅속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더지의 도

움으로 먹지를 늑대에게서 구하고, 늑대도 멋지게 혼내주게 된다.

C5

[우정] 악어새 붕붕이

[악어와 악어새인 붕붕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함을 알려준

다.]

- 여우가 악어새인 붕붕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낸다. 그때 악어가 나타나 작은 새인 붕붕

이를 구해주고 여우도 그냥 보내준다. 그러나 여우는 물 밖에서 악어를 놀리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던 중 악어를 잡으러 온 사냥꾼이 나타난다. 붕붕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악어 대신

여우를 사냥감으로 추천하고 악어의 목숨을 구해준다. 사냥꾼은 붕붕이 덕분에 여우 사냥에 성

공한다. 악어와 악어새 붕붕이는 서로를 믿고 도우며 친구가 되기로 한다.

C6

[편견] 앗! 그게 정말이야

 [ 여우의 꾀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 여우가 사는 숲속마을에 어느 날 랑이(호랑이)와 자야(사자가) 이사를 오게 된다. 숲속에 왕

노릇을 하던 여우는 랑이랑 자야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숲속에서 쫓아낼 꾀를 생각해낸다.

랑이와 자야는 서로 앞집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속여 다시 이사를 보낼 생각을

한다. 처음에는 창문으로 비쳐지는 그림자와 소리로 인해 서로를 오해한다. 그러다 여우의 꾀

에 속은 것을 안 랑이와 자야는 서로 친구였음을 알고 여우를 혼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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