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time?
몇 시일까요?
게임 인원: 2~4인
게임 연령: 6세 이상
게임 시간: 약 10분

내용물
위치 카드×28, 시계 카드×34(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당 두 장씩), 유령 카드×2

목표
가장 먼저 자기 앞에 놓인 위치 카드 일곱 장을 시계 카드로 규
칙에 맞게 모두 채우고, 손에 유령 카드도 없으면 게임에서 이
깁니다. 시계 카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늦어
지도록 순서대로 채워야 합니다.

준비
모두 위치 카드 일곱 장을 받아 자기 앞에 한 줄로 나란히 놓습
니다. 남은 카드는 이번 게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령 카드 두 장은 따로 빼놓습니다. 시계 카드를 모두 잘 섞은
뒤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진 장수만큼을 골라냅니다.
2인일 때: 13장, 3인일 때: 19장, 4인일 때: 26장
골라낸 카드에 따로 놓은 유령카드를 합친 뒤 다시 잘 섞습니다.
주의: 두 명이 게임을 할 때는 유령 카드를 한 장만 사용합니
다.(남은 유령 카드 한 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섞은 카드를 일곱 장씩 나눠 가집니다. 가져온 카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손에 듭니다. 나머지 시계 카드는 더미를 만
들어 뒷면이 위로 오게 가운데에 놓습니다.

진행
가장 어린 사람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차례인
사람은 자기 오른쪽 사람이 손에 든 시계 카드 중 한 장을 무작
위로 뽑아 가져옵니다.
가져온 시계 카드에 그려진 시간을 크게 외치면서 카드의 앞면
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위치 카드 중 한 곳
에 그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차례를 마친 뒤 왼쪽 사람
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차례는 시계 방향을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는 시계 카드를 규칙에 맞게 위치 카드
에 놓는 것의 의미를 세심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00
시 시계 카드는 전체 일곱 장의 위치 카드 중 오른쪽에 있는 카드
에, 06.00 카드는 가장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위치
카드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유령 카드: 만약 자기 오른쪽 사람의 손에서 뽑은 카드가 유령
카드라면 카드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다른 카드와 함께 손에 듭

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차례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중요: 자기 왼쪽 사람이 카드를 뽑아 가기 전에 손에 든 카드를
잘 섞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 유령을 뽑았다
면 다음 사람에게 유령 카드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
시 카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손에 든 카드 장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유령 카드를 뽑을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만약 누군가
손에 카드가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으면(방금 전에 왼쪽 사람이
손에 든 마지막 한 장을 뽑아갔다면) 즉시 시계 카드 더미 맨
위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손에 듭니다. 손에 유령 카드만 들고
있을 때(한 장 또는 두 장 모두)에도 즉시 시계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만약 오른쪽 사람의 손에서 시계 카드를 가져왔지만 자기 위치
카드 중에는 놓을 수가 없을 때는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이 카드
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묻습니다.
있다면- 즉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뽑은 카드를
다른 카드와 함께 자기 손에 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례를 다
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없다면- 즉, 아무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뽑은 카드
는 더는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카드
더미에서 맨 위 한 장을 가져와 손에 들고 차례를 마칩니다.

종료
누군가 자기 앞 위치 카드 일곱 장을 시계 카드로 규칙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늦어지고, 한 위치 카드에
는 시계 카드 한 장씩만 놓았다면) 모두 채우면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손에 유령 카드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위치 카
드를 규칙에 맞게 시계 카드로 모두 채웠어도 손에 유령 카드를
들고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즉 다음 라운드에 기본 규칙에 따라 자기 오른쪽 사람의 손에
든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와 자기 손에 듭니다. 하지만 시계 카
드를 위치 카드에 놓는 행동은 생략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누
군가가 손에 들려있는 유령 카드를 가져가자마자 즉시 게임이
끝나고, 게임에서 이깁니다. 물론 게임을 진행하다 누군가 자기
보다 먼저 유령 카드 없이 위치 카드를 모두 규칙에 맞게 채우
면 그 사람이 게임에서 이깁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시계 카드 더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우선 카드 더미 없이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게임을 진
행하다 누군가 카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게임
을 끝냅니다. 이때는 승자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