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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제목 작품 주제 / 내용

D1

[재난] 돼지삼형제 – 당황하면 안돼요!

 [지진과 같은 위험 상황을 인지시키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올바른 행동방법을 알려준다.]

 - 오늘은 소방관 아저씨가 지진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 돼지삼형제를 만나러 오셨다. 쟁이와 먹

이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먹이는 방귀를 끼며 지진이 났다고 꿀이에게 거짓

말을 한다. 그러다 진짜 지진이 일어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먹이가 위험해졌다. 그 때 안전

교육을 잘 들은 꿀이가 나타나 먹이를 도와주었다. 앞으로 안전교육을 잘 듣기로 한다.

D2

[교통] 돼지삼형제 – 빨리 가면 안돼요!

 [차 안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행동과 횡단보도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준다.]

- 돼지삼형제는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늑대를 만난다. 늑대는 먹이에게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쟁이에게는 창문 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밀게해서 위험하게 만

든다. 그리고 늑대를 만난 꿀이는 늑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간다.

그러나 늑대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

D3

[유괴] 돼지삼형제 – 따라가면 안돼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 돼지삼형제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먹이에게 맛있는 피자로 쟁이에게는 예쁜 옷을

사주겠다며 끌고 간다. 마지막으로 꿀이를 데리고 가기위해 꿀이 집으로 찾아가지만 유괴안전을

잘 지킨다. 화가 난 늑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꿀이와 친구들이 112 경찰에 신고하여 잡

혀간다.

D4

[약물오남용] 돼지삼형제 – 먹으면 안돼요!

 [약물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알려주고 약의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준다.]

- 옷 장수로 변신한 늑대가 돼지삼형제 집으로 찾아온다. 늑대가 쟁이에게 세제를 음료수 통에

담으라고 시키고 먹이에게 세제가 담긴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세제를 먹은 먹이는 배탈이 나고

늑대는 배를 안아프게 해주겠다며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이 도와줘

서 도망치고 늑대를 도망다니는 먹이를 잡으려다 목이 마른 늑대는 세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는다.

D5

[성교육] 돼지삼형제 – 만지면 안돼요!

[좋은느낌과 나쁜느낌이 드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나쁜느낌이 들었을 때 부모님께 알리도록

교육한다.]

- 돼지삼형제 마을에 예쁜 꿀순이가 이사를 온다. 늑대는 꿀순이에게 예쁘다며 함부로 안고 뽀

뽀하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쟁이는 꿀이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꿀이는 꿀순이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꿀이는 함께 늑대를 물리친다. 울고 있는 꿀순이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야기해야 한다며 위로한다.

D6

[소방] 돼지삼형제 – 장난치면 안돼요!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불의 위험성을 이해한다.]

 

- 쟁이가 멋쟁이가 되기 위해 드라이를 콘센트에 꽂고, 멋진 옷을 다리기 위해 콘센트를 꽂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 합선으로 ‘불이야’가 나타난다. 그리고 라면을 먹기 위해 가스

에 불을 올려놓고 라면을 사러 나간 먹이 때문에 ‘불이야’가 더 커지게 된다. 그때 불이 난 집에

꿀이가 나타나 119에 신고를 하고 친구들과 소방관아저씨와 함께 ‘불이야’를 물리친다.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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