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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원끼리 모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텔레파시 게임을 해 봅시다. 

 

① 게임을 시작하기 전, 활동지 라운드 1~9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선택한 곳에 색칠합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절대 이야기하거나 보여

주지 않습니다.)  

② 모둠원끼리 모여 자신이 선택한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③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모둠원이 선택한 항목을 고른 학생이 점수를 얻는 게

임입니다. (예를 들어, 1라운드에서 떡볶이를 선택한 학생이 2명, 피자를 선택한 학생

이 1명, 치킨을 선택한 학생이 1명이면 떡볶이를 선택한 학생이 1점을 얻습니다.  

④ 만약 항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같아 승부를 가릴 수 없다면 모두가 1점을 얻게 됩니다. 

 

선택 1 선택 2 선택 3 

1 라운드 떡볶이 피자 치킨

2 라운드 비행기 기차 자동차

3 라운드 공원 도서관 은행

4 라운드 아이스크림 와플 버블티

5 라운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6 라운드 미국 중국 일본

7 라운드 국어 수학 영어

8 라운드 농구 축구 야구

9 라운드 음악 미술 체육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나의 
점수는?

 

같이놀기 tip

많은 표를 받은 선택이 점수를 따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게임이지만 우리가 공부했듯,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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