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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로 작품 순서가 상이하오니 해당지역의 진행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D1

[정직] 거짓말 몬스터

 [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샘이를 통해 거짓말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좋지 

않음을 알려준다.]

 - 실수로 깬 도자기 때문에 혼이 날까봐 고민하는 샘이에게 거짓말 괴물이 나

타나 거짓말을 시킨다. 샘이가 거짓말을 할수록 거짓말 괴물을 커지게 되고 샘

이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해 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

D2

[용기] 꽥꽥이는 겁쟁이

[ 겁과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며, 아직 경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을 줄여주고자 한다.]

 

 - 아기 오리 꽥꽥이는 수영을 하지 못하고, 겁이 많은 자신이 창피하고 미웠

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놀리던 구리가 위험에 처하자, 수영을 해 구해주게 

된다. 구리를 구해줌으로써 꽥꽥이와 구리는 친구가 되고, 꽥꽥이는 자신이 겁

쟁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겁이 많은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

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으며, 도전해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D3

[우정] 내귀는 짝짝이

 [ 친구들과 귀가 다르게 생긴 주인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과 자애심

을 알려준다.]

  - 귀가 짝짝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놀림을 받는 주인

공 총이가 있다. 그래서 귀에 붕대를 감아보기도 하고 풍선을 매달거나 당근을 

꽂아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의 웃음거리만 된다. 하지만 총이는 그런 친

구들에게 화내거나 우울해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름의 차이를 알려준다.

D4

[욕심] 놀부 동생 흥부

 [ 기존의 흥부와 놀부를 각색하고 국악동요와 접목하여 욕심에 대한 교훈과 

우리의 흥을 알려준다.]

- 심술 많은 놀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 흥부에게 나누어 주기 싫

어서 동생 흥부를 집에서 쫓아낸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자식들의 배고픔에 

형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한다. 쓸쓸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뱀

의 공격으로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도와준다. 그리고 다음해 제비가 물어다준 

박 씨로 큰 부자가 된다. 그 소식을 들은 놀부도 똑같이 해보지만 놀부가 열어

본 박 안에는 똥으로 가득했고 집안에 똥이 한 가득 차, 망하게 된다.

D5

[허영심] 재단사와 임금님

 [ 재단사가 자신의 직업인 옷 제작을 통해 허영심 많은 임금을 일깨워준다.]

  - 어느나라 임금의 허영심을 안 재단사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은 

특별한 옷을 제작 할 수 있다며 궁에서 일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임금에게 옷

이 완성 되었다며 입혀본다. 옷을 입어 본 임금은 옷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어리석음을 숨기기 위해 옷이 보이는 척 한다. 새 옷을 입고 거리행진을 하는 

임금님 앞에 나타난 아이로 인해 옷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다.

D6

[환경] 아기곰 베베

 [ 아기곰 베베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 어느 휴일 아침, 샘이와 아빠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아빠와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며 일상생활을 보낸 샘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잠이 든다. 그런

데 새벽에 잠이 깬 샘이는 아기곰 베베를 발견하고 놀란다. 베베에게서 온난화

로 인해 엄마 곰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 모르게 베베를 집으로 돌

려보내기 위해 연구하며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다음날 아침 베베를 무사히 보

낸 샘이는 아빠에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잔소리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