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놀기
사회

6-1

다수결 놀이하기
    월    일    요일

       반       번

이름

 

 

 친구들과 다수결 놀이를 해 봅시다. 놀이 방법을 보고 모둠별 또는 반 전체가 다수결 놀이
를 함께 해 보세요.

 

1.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O / X 로 답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듣고 본인의 입장이 O인지 X인지 ‘나의 선택’ 칸에 표시합니다.(이때 O, X
는 자신의 실제 의견과 다르게 표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O라고 생각하지
만, 많은 사람들이 X라고 답할 것 같으면 X로 표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모두가 ‘나의 선택’ 칸에 자신의 의견을 썼으면, 우리 반의 다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지 손을 들어서 확인합니다. 다수인 의견과 같게 선택한 사람은 1점을 얻습니다.

3. 다수결 게임이 끝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나 또는 친구가 말한 문장 나의 선택 다수

(예)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다. O O(+1점)

내가 얻은 점수 점

 

같이놀기 tip

친구들과 합의하여 소수에 속해야 이기는 놀이로 변형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결 놀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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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다. O O(+1점)

나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X O

나는 김치를 잘 먹는다. O O(+1점)

우리 반 친구들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X X(+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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