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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umbers
 Tạo số 5+ 

1. Mix up the number chips and turn them over so they are facing down.

2. After choosing who will go first, turn over the number chips one at a time and put 
them in the empty spaces on the game board. Place chips on the board until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Once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place your number chips on 
top of a space that is already occupied.

3. If the sum of numbers in a line is 10, you may take those chips off the board. If there  
are several lines that add up to 10 or if the chips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you may take all of the chips. 

4. Play the game until it is no longer possible to take more chips. The player with the  
most chips at the end of the game is the winner.

( )

Make 10
with two numbers.

( )

Make 10 
with three numbers.

( )

When two numbers 
in a line of three make 10, 

you may not take the chips.

When the sum of two 
numbers equals 10

When the sum of three 
numbers equals 10

Game 2 Make 10

※ Unauthorized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a part of whole of this 

book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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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넘버스

2인

1. 숫자칩을 잘 섞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2. 순서를 정한 다음, 번갈아 가며 숫자칩을 1개씩 골라 활동판의 빈칸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활동

판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에 숫자칩을 올려놓고, 빈칸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놓여 

있는 숫자칩 위에 겹쳐서 올려놓습니다.

3. 선으로 연결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가 되면 숫자칩 2개를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합이 9가 되

는 이웃한 수가 여러 개 있거나 숫자칩이 겹쳐져 있는 경우, 해당하는 숫자칩과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숫자칩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4. 더 이상 숫자칩을 가져갈 수 없을 때까지 게임을 하여 칩을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이깁니다.

게임   인원

게임   구성

게임   방법

활동판 1개 숫자칩 40개

각 4개씩

설명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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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umbers
메이크넘버스 5+ 사고력

1. Mix up the number chips and turn them over so they are facing down.

2. After choosing who will go first, turn over the number chips one at a time and put 
them in the empty spaces on the game board. Place chips on the board until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Once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place your number chips on 
top of a space that is already occupied.

3. If the sum of numbers in a line is 10, you may take those chips off the board. If there  
are several lines that add up to 10 or if the chips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you may take all of the chips. 

4. Play the game until it is no longer possible to take more chips. The player with the  
most chips at the end of the game is the winner.

( )

Make 10
with two numbers.

( )

Make 10 
with three numbers.

( )

When two numbers 
in a line of three make 10, 

you may not take the chips.

When the sum of two 
numbers equals 10

When the sum of three 
numbers equals 10

Game 2 Make 10

Game 1 9 만들기

1. 숫자칩을 잘 섞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2. 순서를 정한 다음, 번갈아 가며 숫자칩을 1개씩 골라 활동판의 빈칸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활동

판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에 숫자칩을 올려놓고, 빈칸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놓여 

있는 숫자칩 위에 겹쳐서 올려놓습니다.

3. 한 줄에 놓인 두 수 또는 세 수의 합이 10이 되면 그 줄에 있는 숫자칩을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10이 되는 줄이 여러 줄이거나 숫자칩이 겹쳐져 있는 경우, 해당하는 줄에 있는 숫자칩과 그 아

래에 놓여 있는 숫자칩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4. 더 이상 숫자칩을 가져갈 수 없을 때까지 게임을 하여 칩을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이깁니다. 

Game 2 10 만들기

(  )

두 수의 합으로 

10 만들기

(  )

세 수의 합으로 

10 만들기

(  )

한 줄에 놓은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10인 경우에는 

칩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수의 합으로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세 수의 합으로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

Players    2 Người chơi 

Game Contents

Make Numbers

1 Bảng trò chơi 1 Sách hướng dẫn trò chơi440 Thẻ s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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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umbers
 메이크 넘버스 5+ 사고력

1. Mix up the number chips and turn them over so they are facing down.

2. After choosing who will go first, turn over the number chips one at a time and put 
them in the empty spaces on the game board. Place chips on the board until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Once all of the spaces are filled, place your number chips on 
top of a space that is already occupied.

3. If the sum of numbers in a line is 10, you may take those chips off the board. If there  
are several lines that add up to 10 or if the chips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you may take all of the chips. 

4. Play the game until it is no longer possible to take more chips. The player with the  
most chips at the end of the game is the winner.

( )

Make 10
with two numbers.

( )

Make 10 
with three numbers.

( )

When two numbers 
in a line of three make 10, 

you may not take the chips.

When the sum of two 
numbers equals 10

When the sum of three 
numbers equals 10

Game 2 Make 10

4 of each number

Game 1 

How to Play

1. Trộn các thẻ số và lật úp chúng xuống.

2. Sau khi chọn ra ai sẽ đi trước, lật lần lượt các thẻ số và đặt chúng vào các ô trống
trên bảng trò chơi. Đặt thẻ lên bảng cho đến khi tất cả các ô trống được lấp đầy.
Sau khi tất cả các ô đã được lấp đầy, hãy đặt thẻ số của bạn lên trên cùng của
một ô đã có thẻ.

3. Nếu tổng của hai số là 9 và các số được nối với nhau bằng một đường thẳng, bạn có
thể lấy các thẻ đó ra khỏi bảng. Nếu có một số thẻ gần nhau có tổng là 9 hoặc nếu các
thẻ được xếp chồng lên nhau, bạn có thể lấy tất cả các thẻ.

4. Tiếp tục chơi cho đến khi không thể lấy thêm thẻ nào nữa. Người chơi có nhiều thẻ
nhất vào cuối trò chơi là người chiến thắng.

Tạo s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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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Numbers
메이크넘버스 5+ 사고력

1. Trộn các thẻ số và lật úp chúng lại.

2. Sau khi chọn ra ai sẽ đi trước, lật lần lượt các thẻ số và đặt
chúng vào các ô trống trên bảng trò chơi. Đặt thẻ trên bảng cho đến khi tất cả các ô
trống được lấp đầy. Sau khi tất cả các ô trống đã được lấp đầy, hãy đặt thẻ số của bạn
vào trên cùng của một ô đã có thẻ.

3. Nếu tổng các số trong một hàng là 10, bạn có thể lấy các thẻ đó ra khỏi bảng. Nếu có
nhiều hàng cộng lại bằng 10 hoặc nếu các thẻ được xếp chồng lên nhau, bạn có thể
lấy tất cả các thẻ.

4. Tiếp tục chơi cho đến khi không thể lấy thêm thẻ nữa. Người chơi có nhiều thẻ
nhất vào cuối trò chơi là người chiến thắng.

(   )

Làm thành 
10 với hai số.

(   )

Làm thành 
10 với ba số.

(   )

Khi hai số trong một hàng 
ba làm thành 10, 

bạn không thể lấy thẻ.

Khi tổng của hai số 
bằng 10

Khi tổng của ba số 
bằng 10

Game 2   Tạo s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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