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인 / 8세 이상 / 게임 시간 : 20 ~30 분 내외 

게임 구성물

ㆍ동물 모형 25개 (코끼리, 코뿔소, 사자, 표범, 얼룩말 각 5개) ㆍ카드 30장 (각 동물별로 6장 _ 숫자 0부터 5까지)

게임 준비

① 카드를 잘 섞고, 게임 플레이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드를 제외시킵니다. (2인 또는 4인 : 카드 2장 제외ㆍ3

인 : 카드 3장 제외ㆍ5인 : 모든 카드 사용) ② 모든 참가자들에게 같은 장수의 카드를 나눠주고, 참가자들은 받은 

카드들을 자신만 볼 수 있도록 하여 손에 듭니다. ③ 동물 모형들을 종류별로 다섯 무리로 분류한 다음, 손에 닿는 

가까운 거리에 둡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가 먼저 시작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게임방법

자신의 차례가 되면 손에 들고 있는 동물 카드 중 한 장을 내고 아무 동물 한 마리를 가져 옵니다.  ※ 주의! 낸 카드와 

같은 종류의 동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동물을 고르면 됩니다. 카드를 낼 때에는 같은 종류의 카드 위로 

쌓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모든 게임 참가자가 지금까지 어떤 동물 카드들을 내려 놓았는지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각 카드 더미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진 카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를 진행하다가, 어느 동물 한 종의 카드 6장 모두 내려지면, 해당 라운드 게임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합니다(아래의 예처럼, 6장의 코끼리 카드가 모두 내려지면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낸 사람이 

원하는 동물 모형 하나를 가져간 후, 점수 계산을 합니다. 각 동물의 점수는 해당 동물 카드 더미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의 숫자와 같습니다. (아래의 예에서, 코끼리 한 마리의 가치는 5점입니다.) 아무 카드도 내려지지 않은 동물은 

“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현재 자신이 득점한 기록을 메모하거나 잊지 않도록 기억해 둡니다.

예시  6장의 코끼리 카드가 내려졌습니다. 그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코끼리 한 마리는 5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0점, 사자는 3점, 표범은 1점, 얼룩말은 4점입니다.

점수 계산이 끝나면, 가져간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시 모읍니다. 이번 라운드에 제외했던 카드가 있다면 함께 

모아서 다시 섞고, 인원별 조건에 따라 카드를 제외합니다. 이후의 차례는 각 라운드 별 진행 방법과 동일 합니다. 

게임에 참여한 인원 수만큼의 라운드를 진행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각 라운드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기회를 한 번씩 

얻게 하세요. 

게임에 참여한 인원 수 만큼의 라운드를 진행하여(예 : 4인이면 4라운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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