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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반성] 꾀돌이 여우

 [ 욕심을 버리고 친구와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의 기쁨을 알려준다.]

 - 배가 고픈 여우는 좋아하는 포도를 먹기 위해 친구의 것을 빼앗아 먹고 친구에게 나쁜 행동

을 시킨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더지의 소식을 들은 다랑이는 더지를 구하기 위해 숲속의 왕 사

자님께 도움을 청한다.

A2

[정직] 춤추는 피노키오

 [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준다. ]

 - 천사의 도움으로 외로운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피노키오라는 새 가족이 생기게 된다.

어느 날, 공연이 보고 싶었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서커스 단장을 찾아가게

된다.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를 통해 돈을 벌기위해 피노키오를 줄에 묶어 공연을 시킨다. 피

노키오는 거짓말을 한 자신을 반성하고, 어린이 친구들의 착한 마음 덕분에 줄을 풀고 할아 버

지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피노키오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

A3

[욕심] 요술항아리

 [ 욕심 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써야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열심히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가 부잣집 영감의 밭에서 항아리를 발견한다. 그 항아리는 요술

항아리였고 부자가 된 농부를 본 부자영감은 자기 것이라며 빼앗아간다.

그날 밤 부자영감의 아버지가 항아리 안으로 빠지게 되고 이후 항아리 속에서는 아버지가 끝

없이 나오며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다.

A4

[장애인식] 징징이공주

 [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의 친구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평화로운 해피 왕국의 임금과 공주를 질투한 마녀, 마녀는 공주에게 공주병의 저주를 내리고

백성들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다. 마녀의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공주의 착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임금에게 제안을 했고 마녀는 눈과 귀가 좋지 않은 할머니로 변장하여 공주의 착한 마

음을 시험하려 한다. 하지만 조이 왕자의 도움으로 공주는 다시 착한 마음을 되찾고, 해피 왕국

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A5

[성장] 나비가 된 돌멩이

 [ 나비가 변태되어지는 과정을 깨미와 함께 알아간다.]

- 깊은 숲속 나비들이 자유로이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에 깨미는 무척 부러워한다. 나비가 날아

간 후 깨미는 말하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돌멩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비웃는다.

시간이지나 어느 날 같은 장소를 지나던 깨미는 돌멩이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애벌레로 변한

것을 보고 신기했지만 자기처럼 빠르지 못함을 보고 약을 올린다. 그러다 어느 날 번데기로 변

한 돌맹이를 보고 집이 없음을 약 올렸지만 봄이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돌맹이를 보

고는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A6

[재능] 모두가 일등이야

 [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 각자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쥬쥬 동물원에서는 일년에 한번 올해의 최고 동물을 선발하는 대회가 열린다. 그런데 곰, 펭

귄, 토끼는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회 참석을 망설인다. 하지만 곰은

역도에서 토끼는 멀리뛰기에서 펭귄은 수영에서 각자 일등을 한다. 이제야 동물들은 각자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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