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로로 콘텐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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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카카오 앱 또는 카카오미니에서 🗣헤이카카오를 부른 뒤, 이렇게 말해보세요.

뽀로로 동화 듣기

 뽀로로 동화 틀어줘
 뽀로로 동화에서 뮤지컬 동화 들려줘
 뽀로로 동화에서 클래식 동화나라 들려줘
 뽀로로 동화에서 [동화명] 들려줘 
 뽀로로 동화에서 [카테고리명] 틀어줘 
 뽀로로 동화에서 [장르명] 틀어줘

뽀로로 동화 목록
🗣헤이카카오가 제공하는 뽀로로 동화는 약 90편이 있어요. 

 -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물 탐정 뽀로로 15편 

 - 크아앙~~무시무시한 다이노 뽀로로 20편 

 - 올바른 습관을 알려주는 바른생활 뽀로로 10편 

 - 잠자리에 유용한 뽀로로의 클래식 나라 10편 

 - 감정에 대해 배우는 뽀로로 내 마음을 찾아줘 10편 

 - 뽀로로 친구들의 이야기 뽀로로 동화 24편 

📍동물 탐정 뽀로로 15편

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동물 탐정  
뽀로로

호랑이는 왜 줄무늬가 있을까

동물

동물 동화 
창작 동화 
호기심 동화 
교육 동화 
학습 동화

8분 54초

2 원숭이는 왜 엉덩이가 빨갈까 8분 52초

3 도마뱀은 왜 자기 꼬리를 자를까 9분 47초

4 지렁이는 왜 비 오는 날 많이 보일까 9분 41초

5 엄마 캥거루는 왜 주머니가 있을까 10분 7초

6 강아지는 왜 메롱을 할까 8분 32초

7 해마는 아빠가 새끼를 낳는다고 8분 54초

8 북극곰 피부가 까만색이라고 10분 59초

9 낙타는 왜 등에 혹이 있을까 9분 23초

10 타조는 왜 날지 못할까 10분 33초

11 고슴도치는 왜 가시가 있을까 9분 37초

12 토끼는 자기 똥을 먹는다고 10분 5초

13 고래는 왜 물을 뿜어낼까 10분 12초

14 박쥐는 왜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 10분 45초

15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11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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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다이노 뽀로로

멋진 날개, 프테라노돈

공룡
공룡 동화 
창작 동화 
자연 동화

10분 28초

2 냄새나는 티라노사우루스 8분 45초

3 키다리 브라키오사우루스 9분 19초

4 머리 나쁜 스테고사우루스 9분 7초

5 가장 작은 공룡, 미크로랍토르 10분 30초

6 착한 엄마, 마이아사우라 7분 53초

7 가시 박힌 스피노사우루스 9분 53초

8 똑똑한 스테노니코사우루스 9분 1초

9 외로운 트리케라톱스 11분 15초

10 단단한 갑옷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10분 36초

11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 10분 44초

12 기다란 발톱, 테리지노사우루스 10분 23초

13 거대한 바다거북, 아르켈론 9분 36초

14 바다의 티라노, 모사사우루스 10분 12초

15 바다의 브라키오, 엘라스모사우루스 9분 35초

16 멋진 울음소리, 파라사우롤로푸스 12분 32초

17 좋은 아빠, 오비랍토르 10분 52초

18 뿡뿡이 카르노타우르스 9분 57초

19 뾰족 엄지, 이구아노돈 9분 56초

20 거대한 익룡, 케찰코아틀루스 16분 2초

📍다이노 뽀로로 20편

뽀로로 동화 목록

📍바른생활 뽀로로 10편

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바른 생활 
뽀로로

새 장난감이 갖고싶어

생활 습관 
바른 생활

교육 동화 
인성 동화 
창작 동화 
생활 동화

9분 8초

2 좋아하는 옷만 입을거야 8분 23초

3 코딱지 파는 건 정말 재밌어 9분 27초

4 김치는 너무 매워 9분 31초

5 물을 펑펑 쓸 거야! 9분 47초

6 치과 가기 싫어! 9분 44초

7 아무 데나 버릴 거야 10분 17초

8 인사는 쑥스러워 8분 39초

9 놀리는 건 재밌어 9분 38초

10 옷에다 쓱 닦을래 7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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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뽀로로 
내 마음을 
찾아줘

기쁨과 슬픔

감정 표현

감정 동화 
인성 동화 
창작 동화 
교육 동화

9분 10초

2 사랑과 미움 7분 32초

3 미안함과 용서 8분 37초

4 바람과 끈기 9분

5 두려움과 용기 10분 22초

6 기대와 실망 8분 30초

7 만족과 욕심 7분 44초

8 놀람과 부끄러움 7분 47초

9 복수심과 협동심 9분 58초

10 감동과 축하 10분 36초

뽀로로 동화 목록
📍뽀로로의 클래식 나라 10편

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뽀로로의 
클래식 
동화나라

작은 별 이야기 작은별 
변주곡

교육 동화 
잠자리 동화 
음악 동화 
창작 동화

12분 10초

2 아기 백조의 꿈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12분 4초

3 뽀로로와 달님의 여행 캐논 12분 36초

4 루피의 화분 봄노래 12분 8초

5 봄의 축제 유모레스크 10분 11초

6 포비와 송어 송어 13분 48초

7 뽀로로 왕자님과 춤을 가보트 11분 15초

8 벌거벗은 뽀로로 임금님 터키 행진곡 10분 42초

9 루피의 생일 미뉴에트 11분 4초

10 동물의 왕 군대 행진곡 10분 4초

📍뽀로로 내 마음을 찾아줘 10편



5

뽀로로 동화 목록
📍뽀로로 동화 24편

카테고리 동화명 메인 소재 장르 동화 길이

1

뽀로로 동화

칭찬을 듣고 싶어요 자신감

교육 동화 
감정 동화 
생활 동화 
창작 동화 
명작 동화

6분 25초

2 이기고 싶어요 인성 7분 30초

3 어둠이 무서워요 귀신 이야기 5분 35초

4 화가 나요 감정 표현 5분 33초

5 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 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감 5분 17초

6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즐거워요 인성 7분 35초

7 먹기 싫은 음식은 안 먹고 싶어요 요리 놀이 4분 59초

8 꾀병 부리고 싶어요 병원 놀이 6분 21초

9 반대를 찾아요 반대말 놀이 6분 32초

10 숫자를 배워요 수학 놀이 5분 36초

11 파티에 가고 싶어 공주 이야기 7분 18초

12 요정은 해적이 두렵지 않아 모험 이야기 5분 16초

13 슈퍼공주가 나가신다 공주 이야기 6분 29초

14 내가 구해줄게요, 왕자님 공주 이야기 6분 56초

15 마법에 걸렸어요 공주 이야기 6분 49초

16 크롱의 새 자전거 잠자리 동화 6분 29초

17 큰 상자 작은 상자 잠자리 동화 6분 55초

18 빨래 하는 날 생활 습관 6분 49초

19 우리는 공룡 아이돌 다이노스 공룡 8분 9초

20 갈라미무스와 마법항아리 공룡 9분 16초

21 타요는 차도로 뽀로로는 인도로 타요 8분 36초

22 잘자요 내친구 잠자리 노래 2분 30초

23 뽀로로 너를 사랑해 잠자리 노래 1분 54초

24 잠자는 패티 공주님 잠자리 노래 2분 11초

헤이카카오 앱 또는 카카오미니에서 🗣헤이카카오를 부른 뒤, 이렇게 말해보세요.

뽀로로 뮤직박스 듣기

 뽀로로 뮤직박스 들려줘 
 뽀로로 뮤직박스에서 영어노래 틀어줘 
 뽀로로 뮤직박스에서 티키타카 틀어줘 
 뽀로로 뮤직박스에서 [테마명] 들려줘

1. 동물  
2. 바다동물  
3. 여행  
4. 곤충 
5. 놀이 
6. 간식  
7. 생활습관 
8. 자동차 
9. 중장비 
10. 구조대 

11.  음식 
12.  동화 
13.  가족 
14.  날씨  
15.  체조 
16.  영어 
17.  음악 
18.  공룡 
19.  숫자  
20. 계절 

🗣헤이카카오 뽀로로 뮤직박스는 총 20개의 테마로 된 동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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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음성으로 쉽고,

편리하게               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