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놀이 할까요?
한국어 학습 목표
ILEP 에서 제작, 배포한 본 학습용 트럼프 카드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다양한 카드 놀이들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한자어 수 (일, 이, 삼…)와 고유어 수 (하나, 둘, 셋…)의 이해 및 학습을 도울 뿐 아니라 게임에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들도 제시 및 연습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 숫자가 더 커요?
1.

잘 섞은 카드를 각각 10장씩 가져간 후 보이지 않도록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2.

두 사람이 ‘하나, 둘, 셋’을 동시에 외치며 한 장씩 카드를 뒤집으며 각자 자기 카드의 숫자를 한자어 수로 외칩니다. (예 - 한 명은 삼! 또 다른 한 명은 칠!)

3.

카드의 숫자가 더 큰 사람이 “내 숫자가 더 커!” 또는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며 카드를 가져갑니다.

4.

처음 가져간 10장의 카드를 모두 뒤집을 때까지 2)와 3)을 반복합니다.

5.

각자가 가진 10장의 카드를 모두 뒤집어 게임이 끝나면 자신이 가진 카드가 모두 몇 장인지 고유어 수를 사용해 센 후 외칩니다.
(예 - 한 명은 여덟! 또 다른 한 명은 열둘!)

6.

더 많은 수의 카드를 가진 학생이 “내가 이겼다!”, 그렇지 않은 학생은 “내가 졌다!”하고 말하며 게임을 끝냅니다.

7.

게임을 다시 하고 싶을 경우, “다시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1)부터 반복합니다.

7의 앞뒤를 만드세요!
1.

잘 섞은 카드를 각각 7장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카드는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한 쪽에 쌓아둡니다.

2.

받은 7장의 카드 중 7이 있는 사람이 먼저 “칠 있어요!”라고 말하며 7을 내려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7이 쓰여진 카드가 두 장 이상 있을 경우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이 모두 7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가위! 바위! 보!”를 해 이긴 사람이 먼저 내려놓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3.

게임이 시작되면 7과 무늬가 같은 연결되는 숫자 카드를 순서에 맞게 내려놓으며 한국어로 말합니다.
(예 - 하트 7을 내려놓고 게임을 시작한 경우, 하트 6 또는 하트 8 이 있는 경우 “하트 육 있어요” 또는 “하트 팔 있어요” 라고 말하며 맞는 위치에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한 번에 여러 장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 - 하트 6과 하트 8, 하트 9가 모두 있을 경우, “하트 육하고 팔하고 구 있어요”라고 말하며 한꺼번에 모두 맞는 위치에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4.

내려놓을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뒤집어 한 쪽에 쌓아둔 카드를 한 장 가지고 갑니다.

5.

먼저 카드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6.

게임을 다시 하고 싶을 경우, “다시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1)부터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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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둑일까요?
이 게임은 마지막까지 조커 카드를 가진 사람(도둑)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게임으로 조커 게임 또는 도둑 잡기로도 불립니다.
1.

먼저 조커 한 장을 포함한 트럼프 카드 53장을 인원수대로 나눠 가집니다.

2.

각자 자신의 카드를 확인한 후, 무늬와 상관없이 같은 숫자의 카드가 두 장이 있을 경우 모두 책상 한가운데에 버린 후 짝이 없는 카드만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3.

카드 정리가 끝나면 “가위! 바위! 보!”를 해 이긴 사람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해 앉습니다.

4.

이긴 사람부터 차례대로 옆에 앉은 상대방에게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 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드를 뽑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커 카드를 뽑아 와 도둑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잘 살펴가면서 신중히 뽑아 오도록 합니다.
카드를 뽑아가는 사람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가짜 표정을 지으며 “진짜~?”, “고마워~!”, “안 돼~!”, “후회하지 마~!” 등의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5.

다행히 상대방에게서 뽑아온 카드와 기존에 자신이 가진 카드 중 동일한 숫자가 2장이 될 경우, 그 두 카드를 모두 책상 한가운데에 버려 손에 쥔 카드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뽑아온 카드와 동일한 숫자의 카드가 없을 경우, 그대로 카드를 가지고 다음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정한 순서대로 4)와 5)를 반복해 계속 게임을 진행합니다.

7.

가장 먼저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라고 외치고 게임에서 일찍 빠진 후, 다른 학생들이 게임을 계속 진행할 때 “진짜~?”, “안 돼~!”,
“후회하지 마!” 등의 표현 등을 함께 사용해가며
게임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하며 재미를
더하도록 합니다.

8.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명, 두 명씩 자신의

한자어 수 (일, 이, 삼, 사, 오 …)

고마워~!

카드를 모두 버리고 게임에서 빠지게 되는

고유어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

안 돼~!

사람들도 7)과 동일하게 “나는 아니야!”라고

하트/스페이드/다이아몬드/클로버

후회하지 마~!

가위! 바위! 보!

나는 아니야!

… 하고 …

찾았다!

… 있어요.

내가 이겼다!

내 숫자가 더 커!

내가 졌다!

진짜~?

다시 한 번 하자.

외친 후 계속 게임을 지켜봅니다.
9.

마지막에 조커 카드를 손에 쥔 사람(도둑)이 혼자
남으면 모두 함께 “찾았다!”라고 외치며 게임을
끝냅니다.

10.

단어 및 표현 정리

게임을 다시 하고 싶을 경우, “다시 한 번 하자”
라고 말하고 1)부터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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