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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음

6

11 입모양을 잡아라!입모양을 잡아라!

★

난이도

가  소리 듣고, 입모양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찾아보는 게임이다. 모음 소리를 변별하는데 효과적인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모음 입모양 카드(혼동하는 입모양 보여주기)

라  게임 방법  

 1. 입모양 카드를 2장 제시한다.

 2. 교사가 들려주는 모음 소리에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1장 고른다.

 3. 교사가 학생이 고른 입모양 카드가 맞는지 피드백해 준다.

 	 [예시]  T :	(ㅏ,ㅜ	입모양	카드를	제시하고)	“/ㅏ/입모양을	골라보세요.”

	 	 	 S :	ㅜ	입모양을	선택한다.

	 	 	 T :	/ㅏ/는	입이	크게~벌어지지요?	그럼	어떤	입모양이	알맞을까요?

	 	 	 S :	ㅏ	입모양을	다시	선택한다.

	 	 	 T :	맞았어요!	입이	크게	벌어져서,	이도	다~보여요.	따라	해볼까요?

 4.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를 3장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도록 한다.

입모양을 보고 알맞은 모음 카드를 찾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학생이 혼동하는 모음을 2개씩 묶음

으로 제시하여 소리를 듣고 찾아보게 한다. 이렇게 모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때까지 연습

한다. 초반에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의 개수를 늘려간다.



1. 모음

7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22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기초편][기초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모음 입모양 카드,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모음 입모양 카드(ㅏ)를 엎어 놓는다.

 2. 낱자 카드 2장(ㅏ,ㅜ)를 학생에게 보이게 놓는다.

 3. 모음 입모양 카드를 뒤집어서,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학생이 혼동하는 모음을 2개씩 골라서 연습한다.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

습한다. 학생이 혼동하지 않고 잘 한다면 모음 낱자 카드를 3-4장으로 늘려서 제공해도 좋다.



1. 모음

8

33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심화편][심화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모음 입모양 카드, 모음 낱자 카드 1세트

라  게임 방법  

 1. 모음 입모양 카드를 엎어 포개 놓는다.

 2. 모음 낱자 카드 1세트를 보이도록 무작위로 놓아둔다.

 3. 모음 입모양 카드 1장을 뒤집어서,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에’와 ‘애’는 입모양과 소리가 비슷한 글자이므로, 입모양-글자 연결이 어렵다면 교사가 부연

설명을 하여 도와줄 수 있다. ‘에’는 입이 조금 벌어지고, ‘애’는 입이 많이 벌어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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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

★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기억하여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과 낱자의 위치를 기억하고 알맞은 입모양과 

낱자를 뒤집어서 짝을 찾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모음 입모양 카드, 모음 낱자 카드 (4장씩)

라  게임 방법

 1. 윗줄에는 입모양 카드를 아랫줄에는 낱자 카드를 안보이게 뒤집어서 펼쳐 놓는다.

 2.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윗줄의 입모양 카드 1장, 아랫줄의 낱자 카드 1장을 뒤집는다.

 3. 뒤집은 입모양 카드와 낱자 카드가 서로 짝이면 모두 가져가고, 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입모양 카드와 낱자 카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뒤집고, 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는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처음에 모두 보여주고 다시 뒤집어두는 것도 좋다. 



1.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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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낱자 잡기낱자 잡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모음의 소릿값을 듣고 적절한 낱자를 찾는 활동이다. 모음의 낱자-입모양을 배운 상태이므로 낱자만 보고 

소리값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모음 낱자 카드 2장을 보여준다.

 2. 사회자가 자음의 소릿값을 1개 외친다.

 3. 2명의 학생들이 빠르게 알맞은 낱자를 잡는다.

 4. 먼저 낱자를 잡은 학생이 이긴다.

낱자 카드는 2~4장까지 점차 늘려가면서 활동하면 좋다. 학생의 상황과 진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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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모양을 잡아라!입모양을 잡아라!

★

난이도

가  영역: 소리 듣고, 입모양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찾아보는 게임이다. 자음 소리를 변별하는데 효과적인 

게임이다.

다   준비물 : 자음 입모양 카드(뒷면의 색깔이 같은 자음 가족만 제시하기)

라  게임 방법  

 1. 입모양 카드를 2장 제시한다.

 2. 교사가 들려주는 자음 소리에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1장 고른다.

 3. 교사가 학생이 고른 입모양 카드가 맞는지 피드백해 준다.

 	 [예시]  T :	(ㄱ,ㅋ	입모양	카드를	제시하고)	“/ㅋ/입모양을	골라보세요.”

	 	 	 S :	ㄱ	입모양을	선택한다.

	 	 	 T :	/ㅋ/는	바람이	나오는	소리죠?	그럼	어떤	입모양이	알맞을까요?

	 	 	 S :	ㅋ	입모양을	다시	선택한다.

	 	 	 T :	맞았어요!	ㅋ는	바람이	나오는	소리니까	이	입모양이	맞아요.

 4.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를 3장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도록 한다.

입모양을 보고 알맞은 자음 카드를 찾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학생이 혼동하는 자음을 2개씩 묶음

으로 제시하여 소리를 듣고 찾아보게 한다. 이렇게 자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때까지 연습

한다. 초반에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의 개수를 늘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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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22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기초편][기초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자음 입모양 카드(뒷면의 색깔이 같은 자음 가족만 제시하기), 자음 낱자 카드 1세트

라  게임 방법

 1. 자음 입모양 카드를 포개 엎어 놓는다.

 2. 낱자 카드 2개를 학생에게 보이게 놓는다.

 3. 자음 입모양 카드를 1장 뒤집어서,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학생이 혼동하는 자음을 2개씩 골라서 연습한다.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습

한다. 학생이 혼동하지 않고 잘 한다면 자음 낱자카드를 3~4장으로 늘려서 제공해도 좋다. 



2. 자음

14

33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심화편][심화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ㄱ,ㅋ,ㄲ 가족과 ㄴ,ㄷ,ㅌ,ㄸ 가족 섞어서)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자음 입모양 카드, 자음 낱자 카드 2세트

라  게임 방법  

 1. 자음 입모양 카드를 포개 엎어 놓는다.

 2. 해당 자음 가족의 낱자 카드 2세트를 보이도록 무작위로 놓아둔다.

     (예를 들어 ㄱ,ㅋ,ㄲ와 ㄴ,ㄷ,ㅌ,ㄸ 입모양 카드를 뒤집어 둔다.)

 3. 자음 입모양 카드를 1장 뒤집어서, 알맞은 낱자 카드를 모두 빠르게 잡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해당 활동은 종합복습 활동으로 ㄱㅋㄲ와 ㄴㄷㅌㄸ를 모두 학습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복습을 돕

기 위해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초기에 ㄱㅋㄲ를 학습할 경우에는 2번 단번에 잡아라(기본편)

을 공부한 뒤, 본 활동을 하지 않고 4번 입모양-글자 메모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자음

15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44 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

★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기억하여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과 낱자의 위치를 기억하고 알맞은 입모양과 

낱자를 뒤집어서 짝을 찾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자음 입모양 카드(뒷면의 색깔이 같은 자음 가족만 제시하기), 자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윗줄에는 입모양 카드를 아랫줄에는 낱자 카드를 안보이게 뒤집어서 늘어놓는다.

 2.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윗줄의 입모양 카드 1장, 아랫줄의 낱자 카드 1장을 뒤집는다.

 3. 뒤집은 입모양 카드와 낱자 카드가 서로 짝이면 모두 가져가고, 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입모양 카드와 낱자 카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뒤집고, 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둔다. 학생의 수준

에 따라 처음에 모두 보여주고 다시 뒤집어두는 것도 좋다. 



2. 자음

16

55 낱자 잡기낱자 잡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자음의 소릿값을 듣고 적절한 낱자를 찾는 활동이다. 자음의 낱자-입모양을 배운 상태이므로 

 낱자만 보고 소릿값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카드

라  게임 방법  

 1. 자음 카드 2장을 보여준다.

 2. 사회자가 자음의 소릿값을 1개 외친다.

 3. 2명의 학생들이 빠르게 알맞은 낱자를 잡는다.

 4. 먼저 낱자를 잡은 학생이 이긴다.

자음 카드는 2~4장까지 점차 늘려가면서 활동하면 좋다. 학생의 상황과 진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2. 자음

17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66 글자 완성하기글자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자음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자음의 소리와 모음의 소리를 서로 합쳐서 음절수준으로 읽어보는 활동이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합칠 때 교재를 통해 먼저 원리를 습득한 뒤 진행하도록 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 카드,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자음 카드 2장, 모음카드 1장을 보여준다.

				 	 T	:	(ㄱ,ㄲ,ㅏ낱자	카드를	보여주고)	‘가!’가	되려면	어떤	자음이	필요할까?

				 	 S	:	ㄱ낱자를	가져온다.

 2. 선생님과 함께 합쳐서 읽어본다.

			 	 T	:	ㄱ---ㅏ,	ㄱ—ㅏ,	가!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도록	읽는다.)	

			 	 S	:	학생이	교사를	따라	읽는다.

합성하는 과정은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나,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이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음

18

77 글자 빠르게 완성하기글자 빠르게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자음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자음의 소리와 모음의 소리를 서로 합쳐서 음절수준으로 읽어보는 활동이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합칠 때 교재를 통해 먼저 원리를 습득한 뒤 진행하도록 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 카드(2~3장), 모음 낱자 카드(1장)

라  게임 방법 [적용하기 게임]  

 1. 자음 카드 2~3장과 모음 카드 1장을 보여준다.

 2. 사회자가 “가!”라고 외친다.

 3. 학생들이 적절한 자음카드를 빠르게 고른다.

 4. 빠르게 적절한 카드를 모으는 사람이 이긴다.

 5. 자음 카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모음 카드만 바꾼다.

합성하기는 자음 학습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자음 소리를 학습한 뒤 모음과 합성

하여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자음을 찾아본다. 이때 모음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적용

하는 것이 좋다.



2. 자음

19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88
완전 종합편완전 종합편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자음과 모음을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읽도록 한다. 1음절 수준에서 빠르게 소리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다.

다   준비물 : 자음, 모음 낱자 카드(모든 카드 총집합!)

라  게임 방법

 1. 오른 편에 모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2. 왼 편에 자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3. 자음 1개, 모음 1개를 뒤집는다.

 4. 자-모음을 합성한 소리를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자,모음 카드를 가져간다.

 5. 자,모음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자-모음을 자동적으로 합성하도록 연습하는 게임이므로 자음 가족끼리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학생이 혼동하는 자음이 있다면 해당 자음의 가족들만 제시하여 합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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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모음

22

11 입모양을 잡아라!입모양을 잡아라!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입모양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맞은 입모양을 찾는 게임이다.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며,  ‘다양한 모음’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2장 (예: ‘ㅘ’, ‘ㅙ’ 입모양 카드)

라  게임 방법  

 1.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2장을 그림이 보이게 제시한다.

 2.  학생은 교사가 들려주는 ‘다양한 모음’ 소리에 해당하는 입모양 카드 1장을 선택한다.

 3. 교사는 학생이 고른 입모양이 맞는지 피드백을 해 준다.

  [예시]  T	:	(‘ㅘ’와	‘ㅙ’	입모양	카드를	제시한	후)	“/ㅘ/	입모양을	골라보세요.”

	 	 	 S	:	‘ㅙ’	입모양을	선택한다.

	 	 	 T	:	“/ㅘ/는	‘ㅗ’와	‘ㅏ’	소리가	들어	있네요.	그럼	어떤	입모양이	맞을까요?”

	 	 	 S	:‘ㅘ’	입모양을	다시	선택한다.

	 	 	 T	:	“맞았어요!	‘ㅗ’소리와	‘ㅏ’소리를	더하면	‘ㅘ’	소리가	되네요.”

 4.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를 3장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도록 한다.

※ 활동에 익숙해지면 점차 입모양 카드의 개수를 늘려간다.

※ ‘ㅙ’, ‘ㅚ’, ‘ㅞ’ 카드는 함께 제시하지 않는다.



3. 다양한
    모음

23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22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기초편][기초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찾아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2장,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

라  게임 방법

 1.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를 포개어 뒤집어 놓는다.

 2.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을 글자가 보이게 놓는다.

 3.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를 1장씩 뒤집어서,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정확하게 해당 카드를 잡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간다.(입모양 카드+낱자 카드)

 5.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학생이 혼동하는 다양한 모음을 2장을 선택해서 변별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다. 

학생이 잘 변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활동하며 과제를 잘 수행하면, 카드를 3-4장으로 늘려      

활동한다. 



3. 다양한
    모음

24

33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심화편][심화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여러장을 잘 섞어 뒤집어 포개 놓는다.

 2.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는 글자가 보이도록 무작위로 펼쳐 놓는다.

 3.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를 1장 뒤집고, 해당하는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정확하게 해당 카드를 잡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간다.(입모양 카드+낱자 카드)

 5.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학생 2명이 입모양 카드를 번갈아 뒤집으며, 문제를 교대로 제시한다.



3. 다양한
    모음

25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44 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입모양-낱자 메모리 게임

★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기억하여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과 낱자의 위치를 기억하고 알맞은 입모양-

낱자의 짝을 찾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다양한 모음’ 입모양 카드 2장,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

라  게임 방법

 1. 윗줄에는 입모양 카드를, 아랫줄에는 낱자 카드를 각각 뒤집어서 놓는다.

 2.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윗줄 카드 1장, 아랫줄 낱자 카드 1장을 뒤집는다.

 3. 입모양과 낱자가 서로 짝이면, 해당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아이의 수준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3~5까지 늘려서 진행할 수 있다.



3. 다양한
    모음

26

55 낱자 찾기낱자 찾기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제시된 두 개의 단모음을 합성하여 다양한 모음을 찾는 활동이다. 다양한 모음의 낱자-소리 대응을 

 강화하는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단모음’ 낱자 카드,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단모음 낱자 카드 2장을 윗 줄에 제시한다. 

 2. 제시된 단모음을 합성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를 1장 고른다.

 3. 교사는 학생이 선택한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가 맞는지 피드백 해 준다.

  [예시]  T	:	(‘ㅜ’와	‘ㅓ’	낱자	카드를	제시하고)	“두	모음을	합치면	어떤	모음이	될까요?”

	 	 	 S	:	‘ㅞ’	낱자	카드를	선택한다.

	 	 	 T	:	“다시	생각해	볼까요?	‘ㅞ’는	‘ㅜ’와	‘ㅔ’	소리가	들어	있어요.”	

	 	 	 S	:	‘ㅝ’	낱자	카드를	다시	선택한다.

	 	 	 T	:	“맞았어요!	‘ㅜ’소리와	‘ㅓ’소리를	더하면	‘ㅝ’	가	되네요.”

 4. 활동이 익숙해지면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를 3장(ㅝ, ㅞ, ㅟ)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낸다. 

‘ㅘ, ㅙ’, ‘ㅖ, ㅒ’, ‘ㅑ, ㅕ’, ‘ㅛ, ㅠ’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바꾸어 진행할 수도 있다.



3. 다양한
    모음

27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66 낱자 잡기낱자 잡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다양한 모음’의 소릿값을 알고, 낱자와 연결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모음’의 낱자-입모양을 배운 

 상태이므로 낱자만 보고 소릿값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

라  게임 방법

 1.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을 보여준다.

 2. 교사가 ‘다양한 모음’ 1개의 소릿값을 크게 외친다.

 3. 학생들은 해당하는 소리에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해당 낱자를 먼저 잡은 학생이 이기는 게임이다.

교사는 2장의 카드로 시작해서 3~4장까지 점차 늘려가면서 게임을 제시한다. 

학생의 상황과 진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3. 다양한
    모음

28

77 글자 완성하기글자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다양한 모음’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자음과 합성하여 음절 수준으로 읽는 활동이다. 

 합성의 원리를 ‘배우다 한글’ 교재를 통해 먼저 습득한 뒤 게임으로 진행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 카드 1장,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

라  게임 방법  

 1. ‘자음’ 낱자 카드 1장과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2장을 제시한다.

				 	 T	:	(예,	‘ㄱ,	ㅙ,	ㅘ’	낱자	카드를	보여주고)	‘과’를	만들어	보세요.

				 	 S	:	‘ㅘ’	낱자	카드를	가져온다.

 2.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합성하여 읽어본다.

			 	 T	:	“ㄱ---ㅘ	,	ㄱ--ㅘ,	ㄱ-ㅘ,	과!”	(점점	빠르게	합쳐서	읽는다.)	

			 	 S	:	학생이	교사를	따라	읽는다.

 3. 해당 글자를 써 본다.

학생이 각각의 낱자를 합성하며 써보고 읽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3. 다양한
    모음

29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88
글자 빠르게 완성하기글자 빠르게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다양한 모음’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자음과 합성하여 음절 수준으로 읽는 활동이다. 

 ‘자음’과 ‘다양한 모음’의 소리를 합성할 때, ‘배우다 한글’ 교재를 통해 먼저 원리를 습득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 카드(2~3장),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2~3장)

라  게임 방법

 1. ‘자음’ 낱자 카드 2~3장(윗줄),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아랫줄) 2-3장을 제시한다.

 2. 교사가 “궈!”라고 외친다.

 3.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 카드와 다양한 모음 카드를 빠르게 고르고, 해당 글자를 써 본다.

 4. 알맞은 카드를 빠르게 선택해서 완성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정답을 맞춘 후, 교사는 학생과 함께 ‘자음’과 ‘다양한 모음’의 소리를 더해 1음절로 합성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3. 다양한
    모음

30

99 완전 종합편완전 종합편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자음’과 ‘다양한 모음’을 합성하여 연속으로 읽는 활동이다. 1음절 수준에서 빠르게 합성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낱자 카드,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오른쪽에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2. 왼쪽에 ‘자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3. ‘자음’ 낱자 카드 1장, ‘다양한 모음’ 낱자 카드 1장씩을 동시에 뒤집는다.

 4. 자-모음을 합성하여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자음’ 낱자 카드와 ‘다양한 모음’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5.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모음’이 있다면 해당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과 합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4. 받침

입모양을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기초편]

단번에 잡아라! [심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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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자 잡기

받침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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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받침

32

11 입모양을 잡아라!입모양을 잡아라!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입모양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교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찾아보는 게임이다. 받침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받침 입모양 카드

라  게임 방법  

 1. 입모양 카드를 2장 제시한다. 

 2. 교사가 들려주는 받침 소리에 알맞은 입모양 카드를 1장 고른다.

 3. 교사가 학생이 고른 입모양 카드가 맞는지 피드백해 준다.

  [예시]  T	:	(음,읍	입모양	카드를	제시하고)	“/읍/입모양을	골라보세요.”

	 	 	 S	:	/음/입모양을	선택한다.

	 	 	 T	:	/읍/은	입이	부드럽게	닫히지	않고	빠르게	닫히죠.	그럼	어떤	입모양이	알맞을까?

	 	 	 S	:	/읍/	입모양을	다시	선택한다.

	 	 	 T	:	맞았어요!	/읍/은	입이	빠르고	세게	닫아	지니까	이	입모양이	맞아요.

 4.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를 3장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도록 한다. 

입모양을 보고 알맞은 받침 카드를 찾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음-읍, 응-윽, 은-읃-을처럼 같은 

가족 중에 변별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받침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때까지 연습한다. 초반

에 활동이 익숙해지면 입모양 카드의 개수를 늘려간다.



4. 받침

33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22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기초편][기초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받침 입모양 카드, 받침 낱자 카드 1세트

라  게임 방법

 1. 윗 줄에 입모양 카드를 포개어 엎어 놓는다.

 2. 아래 줄에 낱자 카드 2장을 학생에게 보이게 놓는다.

 3. 받침 입모양 카드를 1장 뒤집으면, 학생은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같은 조음점을 지닌 같은 받침 2개씩 골라서 연습한다.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습한다. 낱자 카드를 보고 입모양 카드를 고르는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다.



4. 받침

34

33 단번에 잡아라! 단번에 잡아라! [심화편][심화편]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에 알맞은 낱자를 변별하는 활동으로 입모양과 낱자를 

연결하기에 좋은 게임이다. 

다   준비물 : 받침 입모양 카드,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윗줄에 받침 입모양 카드를 포개어 엎어 놓는다.

 2. 아랫줄에 낱자 카드를 학생 수준에 따라 최대 7장까지 펼쳐 놓는다. 

 3. 받침 입모양 카드를 1장 뒤집고, 알맞은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정확하게 먼저 잡는 사람이 입모양, 낱자 카드를 가져갈 수 있다.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난이도를 높이려면 입모양 카드 하단의 작은 낱자를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고 활동할 수 있다. 



4. 받침

35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44 입모양-낱자 메모리게임입모양-낱자 메모리게임

★ ★ ★

난이도

가  영 역 : 입모양 보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입모양과 알맞은 낱자를 기억하여 대응하는 활동이다. 입모양과 낱자의 위치를 기억하고 알맞은 

 입모양과 낱자를 뒤집어서 짝을 찾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받침 입모양 카드,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윗줄에는 입모양 카드를, 아랫줄에는 낱자 카드를 뒤집어서 펼쳐놓는다.

 2.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윗줄의 입모양 카드 1장, 아랫줄의 낱자 카드 1장을 뒤집는다.

 3. 뒤집은 입모양 카드와 낱자 카드가 서로 짝이면 모두 가져가고, 짝이 아니면 다시 뒤집어 둔다.

 4. 이를 반복하여 입모양, 낱자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처음에 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다시 뒤집어두는 것도 좋다. 



4. 받침

36

55 낱자 잡기낱자 잡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소리 듣고, 낱자 찾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받침의 소릿값을 듣고 적절한 낱자를 찾는 활동이다. 받침 낱자-입모양을 배운 상태이므로 낱자만 보고 

 소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받침 낱자 카드 2장을 보여준다.

 2. 사회자가 받침의 소릿값을 1개 외친다.

 3. 해당하는 낱자 카드를 빠르게 잡는다.

 4. 먼저 카드를 잡은 학생이 이긴다.

받침 낱자 카드는 2~4장까지 점차 늘려가면서 활동하면 좋다. 학생의 상황과 진도에 따라 선택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4. 받침

37배우다 한글  카드 게임 가이드북

66 받침 숨바꼭질받침 숨바꼭질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받침없는 낱자에 받침이 합쳐질 때의 소리와 받침이 없을 때의 소리의 차이를 인식하고, 받침의 소릿값을 

정확히 인식하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자음, 모음,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자음과 모음을 합성하여 받침없는 글자를 제시한다.

 2.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 보게 한다.(예, “바!”)

 3. 이번에는 받침 카드를 추가하여 학생에게 읽어보게 한다.(예, “밤!”)

 4. 다시 받침을 빼고 읽어보게 한다.(예, “바!”)

 5. 다시 받침을 추가하여 읽어보게 한다.(예, “밤!”)

 6. 모음이나 자음 카드를 교체하여 같은 형태로 반복하며 활동한다.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음, 모음 카드를 교체할 경우, 학생이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다.



4. 받침

38

77 글자 완성하기글자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교사와 함께하는 익히기 게임

 받침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받침 없는 낱자와 서로 합쳐서 음절수준으로 읽어보는 활동이다. 

 교재를 통해 먼저 원리를 습득한 뒤 진행하도록 한다.

다   준비물 : 자음, 모음,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자음, 모음 카드는 각각 잘 섞어 포개 놓는다.

 2. 자음 낱자 카드, 모음 낱자 카드에서 각각 1장씩 뒤집는다.

				 	 T	:	(ㄴ,ㅏ	낱자	카드를	보여주고)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S	:	나

    3. 받침카드 중 2~3장이 보이도록 뒤집는다. 

		 	 T:	/날/이	되려면	어떤	받침이	필요하나요?

		 	 S:	/을/	

 4. 교사가 ㄹ받침 카드를 선택하고 시범을 보인다.

		 	 T:		/날/이	되려면	나~을,	나을	날!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도록	읽는다.)	

		 	 S:	나~을,	나을,	날!

합성하는 과정은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나,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이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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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글자 빠르게 완성하기글자 빠르게 완성하기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받침의 소릿값을 모두 알고, 받침 없는 낱자와 서로 합쳐서 음절수준으로 읽어보는 활동이다. 

다   준비물 :  자음, 모음, 받침 낱자 카드

라  게임 방법

 1. 자음, 모음 카드를 1장씩 뒤집고, 이어서 받침 카드를 2~3장 뒤집는다. 

 2. 사회자가 “날!”라고 외친다.

 3. /을/ 카드를 빠르게 고른 학생이 받침 카드를 1장 가져간다.

 4. /나/ 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받침 카드만 1장 더 뒤집고 게임을 한 번 더 이어간다.

 5. 다음 판에는 (자음+모음)카드를 한번씩 뒤집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어간다. 

 6. 받침 카드를 많이 가진 학생이 승리한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합성한 뒤, 이어서 받침 소리를 더하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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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완전 종합편완전 종합편

 ★ ★ ★

난이도

가  영 역 : 합성하기

나   게임의 특징 : 2인이 함께하는 적용하기 게임

 자음과 모음을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읽도록 한다. 1음절 수준에서 빠르게 소리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다.

다   준비물 : 낱자 카드(모든 카드 총집합!)

라  게임 방법  

 1. 오른 편에 모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2. 왼 편에 자음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3. 아랫편에 받침 낱자 카드 더미를 엎어 놓는다. 

 4. 자음 카드 1장, 모음 카드 1장을 뒤집는다.

 5. 사회자가 이어서 받침 낱자 카드 1장을 뒤집는다. 

 6. 합성한 소리를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낱자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7. 카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받침 카드는 7장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2세트를 활용하거나 7장을 모두 쓴 경우에는 1:0 등

으로 점수를 매기고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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