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너스 포인트
특정 카드 유형을 함께 일치시켜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일치시켜야 할 카드는 각 카드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일치하는 각 카드마다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와일드 카드는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 = 주어
(명사의 하단에 있습니다)
이는 명사 카드가 해당 
동사 카드를 사용하는 
문장의 제목인 경우에만 
보너스를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Noun + Verb

Location + Noun

Location + Verb

Adjective + Noun

Adjective + Location

Noun + Extra

Extra + Location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하는 카드입니다

보너스 포인트를 
주는 카드입니다

*

게임 방법

Deck Discard
Pile

Player 1 Player 2

Player 4
Dealer

Player 3

SET-UP

2: 데크에서 같은 
수의 카드를 
가져갑니다.

플레이어의 손에서
the monster

N1d S: skip/tease +5

3

the monsters 6

the hero

N1b S: play/help +5 

6

the heroes 3

D 5

vampire/magician
dance/play +3

on an island
L1c

각각의 차례

1: 내놓은 카드를 쌓아놓은 
더미에 1,2 또는 3개의 카드를 
윗면을 향하게 놓습니다.

게임은 2명에서 6명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를 섞으십시오. 딜러를 
선택하십시오. 각 플레이어가 아래를 향한 
7장의 카드를 이용합니다. 나머지 카드는 
플레이어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데크의 
아래쪽에 아래를 향한 채 배치됩니다. 
데크 옆에는 내놓는 카드들을 쌓아둡니다. 
플레이어들은 차례대로 카드를 내며 이 때 
카드는 윗면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딜러의 왼쪽이고 
플레이어는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보고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도록 정렬합니다. 카드 
하단에 있는 색상 제안을 사용하고 기호를 
일치 시켜 올바른 문장을 만듭니다.

차례가 되면, 플레이어는 최대 3장의 
카드를 내고 데크에서 새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사용하여 문장을 
추가하거나 문장을 변경합니다. 플레이어는 
PvP 카드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PvP 카드 지침을 따르십시오.

만약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플레이어가 
7개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1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카드를 내려 
놓을 수 있으며 그 플레이어는 게임을 
끝낸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에 플레이 
하십시오” PvP 카드는 이러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플레이어의 차례가 지나면 그것이 1
라운드의 끝입니다. 전체 라운드를 3
회 반복합니다. 3라운드가 끝나면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만든 문장을 읽습니다. 
각 선수의 문장에 대한 포인트와 보너스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우승자는 총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 입니다. 다음 딜러는 1
등을 한 플레이어 입니다. 

게임 플레이

준비

차례

3 라운드

도와주세요! 저는 명사나 동사 카드가 없습니다. 

만약 명사 또는 동사 카드가 없는 경우, 손에 들고 있는 
다른 카드를 “와일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뒤집어 놓은 다음, 문장의  단어 넣을 위치에 
놓습니다. 이 카드는 0점이며 보너스 포인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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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첫 번째 플레이어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임에서라도 PvP 카드를 즉시 해결하십시오.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PvP 카드

카드의 지시 사항을 읽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데크에서 카드를 
가져갈 경우 즉시 플레이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차례에 PvP 카드는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즉시 플레이 카드는 사용자가 플레이 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데크에 카드를 놓고 새 카드를 가져온 후 또는 
전에 PvP 카드로 플레이 합니다. 
당신이 플레이를 할 때 PvP 카드를 앞에 
놓습니다. 
(사용하는 PvP 카드는 버리지 마십시오)
사용을 원하지 않는 PvP 카드는 버릴 수 
있습니다.

PvP02

doublepoints
Keep in your hand.

This card gives x2 points (NOT including bonuses) for ONE of the cards in your sentence.

PvP01

take

Look 
at on

e pla
yer’s

 

cards
 and take

 one.

That 
player

 take
s 1 

card 
from

 the Deck.

Play on
 your Tu

rn.

1) 차례가 되면 플레이어가 카드를 버리고 
데크에서 가져갈 수도 있으며..또는 .. 손에 들고 
있던 카드 하나를 버리는 더미에서 한 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 각 플레이어에게 5.6.8장의 카드를 
나누어주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3) 점수를 적고 한 플레이어가 200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4) 7장의 카드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바꿀 수 있으면 5점을 받게 
됩니다.

옵션 규칙

모조 패밀리 펀 (Mojo Family Fun) 게임은 문장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카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듭니다.
 명사 카드에서 단수 또는 복수형을 
선택합니다
 파란색과 녹색 카드에서 동작 단어를 
선택합니다
 주황색 카드에서 시간 단어를 선택합니다
 자주색 및 노란색 카드에서 설명 단어를 
선택합니다.
보너스 포인트를 위해 특정 카드를 연결합니다
특별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 및 다른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TM

모든 카드를 잘 섞으십시오
각 플레이어들은 7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만듭니다. 
각 게임마다 3라운드가 있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각 선수는 한 번의 차례가 
있습니다. 
각 차례마다, 플레이어는 최대 3장의 카드를 낼 수 
있고 같은 수의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라운드 후, 문장을 읽고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빠른 규칙:

C Copyright 2020 Mojo English PTE. LTD.

문장을 만드는 법

명사 카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다음 
카드는: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또는 녹색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의 하단에는 각 카드의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녹색 카드를 다음에 내려 놓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문장의 동작입니다. 다음 
카드는: 위치, 시간 또는 빨간색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기호를 
일치시켜 문장에 
올바른 시간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주황색 카드의 회색 시간 기호와 
일치시키시려면 파란색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빈 시간 기호들은 단어를 어떤 시제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 
또는 미래.

명사, 파란색, 녹색 그리고 노란색 카드에 
스마일리 표시를 일치시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보라색과 노란색 카드는 사람, 동물, 장소 
또는 물건과 같은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라색과 노란색 카드에 있는 이 기호들을 
명사와 위치 카드에 일치 시키십시오.

주황색 카드를 내려 놓으십시오. 
이것은 문장의 시간입니다.

규칙 시트, 유튜브 채널 또는 mojoenglish.com
을 보시면 문장 형성에 대한 보다 완벽한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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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녹색 카드는 명사(단수 또는 복수), 
파란색 카드 또는 분홍색 카드의 앞에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녹색 카드는 위치, 주황색 시간 
카드, 또는 빨간색  카드가 뒤에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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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 명사 카드 – 사람, 동물 또는 사물(주어)

10x 동사 카드 – 행동, 동작

6x 위치 카드 – 동작이 이루어지는 곳

4x 전치사 카드 – 동사와 명사(목적어) 사이의 연결에 

4x 부사 카드 –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합니다

6x 추가 정보 카드 – 명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합니다. 

2x 와일드 카드 – 모든 카드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
3x 시간 카드 – 동작이 발생한 때

5x 도움말 동사 카드 – 문장의 시간(시제)

7x 형용사 카드 – 명사를 설명합니다

3x 카드 연결 – 문장의 일부를 결합합니다

4x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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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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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기, 2배 점수, 되가져가기, 2배 보기)

64 장의 카드

번호 설정
고유 코드

F 빈도 부사

D 정도의 부사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일상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설명합니다

대한 세부 정보를 줍니다

관계사 절

단수

복수  단수또는복수

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