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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1) 각자 받침대 하나와 개인 보드 1장, 펜 1개를 받아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2) 이때, 받침대에 타일을 놓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쪽을 향해 놓습니다.
3) 질문 카드 23장을 잘 섞고, 내용이 보이지 않게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4) 타
 일은 앞면이 보이지 않게 모두 잘 섞고, 질문 카드 더미와 함께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5) 그
 런 다음, 각자 타일을 3개씩
집어서 자신의 왼쪽에 있는 사
람의 받침대에 놓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받침
대의 타일을 보게 해서는 안됩
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받침
대에 있는 숫자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들의 숫자는 모두 보게
됩니다.

11개

타일 28개

개

받침대 5

예시 2

게임의 목표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받침대에 있는 숫자를 가능한 한 빨리 맞히는
것입니다. 질문 카드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받침대에 있는
숫자를 추리하세요.

게임 방법
무작위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시작 플
레이어는 질문 카드 더미의 맨 윗장을 펼쳐서 숫자를 보고, 모두가 들
을 수 있도록 질문과 답을 크게 알려줍니다. 질문은 개인 보드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받침대가 아니라, 자신이 보
고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상대방들의 받침대에 1과 2, 5가 전혀 없는 경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숫자는 몇 개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셋”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떤 숫자가 보이지 않는지 말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을 읽고 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는 답변을 듣고 약간의 정보
를 얻습니다.
답변을 끝낸 질문 카드는 버린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질문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하면 버린 카드를 섞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게임을 진
행하다가 자신의 받침대에 있는 놓인 숫자 3개를 모두 알아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정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도전하면 정답
일 것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만 맞히면 되고, 색깔은 말할 필
요가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정답에 도전하면 질문 카
드를 읽은 사람의 오른쪽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은 점수 코인 1개를 얻습니다. 숫
자 3개를 모두 맞춰야 정답이며, 틀린 숫자를 말하
면 점수 코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정답이거나 오답이거나, 도전한 사람의 받침대에 있던 타일은 모두
버립니다.
버려진 타일들은 따로 모아 두고, 새 타일 3개를 받습니다. 이때,
새 타일을 받는 사람이 타일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색깔이 더 많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자신의 받침대에 있던 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
은 모른 채, 숫자만 알았던 사람은 자신의 개인 보드에 자신이 가
지고 있었던 타일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파랑 7과 다른 색깔인 7의 개수가 같거나, 아예
7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같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각 색깔이 몇 개씩 있는지는 말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내용
에만 답변해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자신의 타일을 볼 수 없습니다. 오답으로 인
한 보상은 전혀 얻지 못하고, 새로운 타일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정답에 도전한 사람은 받침대에 새로운 타일을
채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약간의 정보를 더 얻게 됩니다.

새 타일 더미 만들기

도움말

누군가의 받침대에 3개의 타일을 다시 놓아야 할 때, 새 타일이 하
나밖에 남지 않았다면 즉시 그 타일과 버렸던 타일을 모두 다시 섞
습니다. 그런 다음 3개를 뽑아서 받침대에 놓습니다.

다시 섞이기 전에 마지막 타일 한 개는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게임에 있는 모든 타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에 가까운 추리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타일에 그려진 색깔과 아이콘은 항상 일정합니다. 모든
녹색 숫자에는 [ ● ]가 찍혀 있고, 노란색 숫자는 전부
[ ▲ ]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콘은 색약인 분들의 편
의를 위한 것일 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개인 보드에는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숫자와 색깔이 표로 전부 나
와 있습니다.
자신의 받침대에 확실히 없는 숫자는 표에서 지웁니다. 게임을 시
작할 때 상대방들의 받침대에 있는 타일은 자신의 받침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숫자를 표시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추리를 통해서 자신의 받침대에 없다고 추리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앞서 했던 것과 다른 모양으로 지워서 표
시합니다.
자신의 받침대에 어떤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또 다른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2-3인 게임
3명이 게임을 할 때도 받침대는 4개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가 없
는 받침대의 타일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답을 맞힐
때마다 이 받침대를 새 타일로 교체합니다.
2인 게임에서도 받침대 4개를 사용합니다. 누군가 정답을 맞힐 때
마다 플레이어가 없는 받침대 중 하나를 새 타일로 교체합니다.

변형 규칙
게임을 좀 더 어렵게 하려면 다음의 변형 규칙을 사용합니다.
타일이 4개나 7개가 남았을 때, 버려진 타일들과 전부 섞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타일이 기본 규칙에서는 한 개지만, 4개나
7개가 되면 게임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게임 종료

코인 3개를 먼저 얻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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