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II. 게임 요약게임 요약
젤라또 주문이 밀려옵니다! 콘만 사용하여  

젤라또를 움직여 젤라또 콘을 완성하세요.  

남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젤라또를 만들어  

최고의 젤라또 장인이 되어보세요.

III. III. 게임 목표게임 목표
각자 주문서 카드 그림과 똑같이 젤라또를 완성해야 

합니다. 젤라또를 옮길 때는 직접 만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콘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주문서 카드 5장을 가장 먼저 획득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주문서 카드 54장

콘 16개  
(초록, 분홍, 노랑, 파랑 각 4개씩)

젤라또 12개 
(초록, 분홍, 노랑 각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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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게임 구성물게임 구성물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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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게임 준비게임 준비
   주문서 카드를 모두 섞은 뒤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쌓아둡니다.

   각자 콘 4개, 젤라또 3개를 색깔별로  

가져옵니다.

   젤라또 3개를 각각 같은 색깔의 콘 위에 

올려놓습니다.

참고   파란색 콘은 같은 색깔의 젤라또가 없으므로, 아
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V. V. 게임 진행게임 진행
1    가장 최근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 선이  

됩니다. 선은 주문서 카드 1장을 공개합니다.

2    모든 사람은 동시에 주문서 카드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이 젤라또를 완성해야 합니다.

3    가장 먼저 젤라또를 완성한 사람은,   

“고고 젤라또!”라고 외칩니다.

4    정답이라면 그 주문서 카드를 가져갑니다.

5    새로운 주문서 카드를 펼쳐 다음 라운드를 진행

합니다. 이때, 각자 만들던 콘과 젤라또를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VI. VI. 게임 종료게임 종료
주문서 카드 5장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고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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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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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젤라또!

주의 사항

• 틀린 모양으로 “고고 젤라또!”라고 외친 사람은  

이번 라운드에서는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주문서 카드를 보고 젤라또를 완성할 때, 반드시  

주문서 카드 그림과 같은 순서로 젤라또를 놓고  

“고고 젤라또!”라고 외쳐야 합니다.

• 젤라또는 항상 콘을 사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 만약 젤라또를 떨어트린 경우 콘 2개로 젤라또를  

잡아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콘을 겹칠 수도 

있어요!

행복한바오밥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게임 설명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www.happybaob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