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플레이어는 몬스터 한 명을 선택하고 자신 앞에 선택한 몬스터를
둡니다.
자신이 플레이 하길 원하는 레벨 (초보
또는 상급 레벨)의 카드를 섞고, 게임

g

테이블 중간에 내용이 보이지 않는 상태
로 쌓아 둡니다. 3개의 카드를 뽑고 쌓
아둔 더미 옆에 한 줄로 놓습니다. 나무
디저트 6개를 모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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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
제작 | Roberto Fraga

일러스트 | Ian Fortin

2-5 플레이어게임, 5세이상
여러분은 디저트를 아주 좋아하는 착한 몬스터들입니다. 코스마다
먹어도 되는 진짜 디저트는 단 하나뿐이라서, 한 명만 디저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몬스터 친구들이 먹어치우기 전에 올바른 디저트를

시작 카드

집으세요!

구성품
· 게임카드 34장: 쉬운 카드 17장(초보자는 테두리가 흰색 선으로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카드 17장(상급자들은
테두리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카드들은 카드 뒷면에 빨간색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몬스터 카드 5장
· 나무 디저트 6개 및 스티커 6장
· 주사위 1개
· 규칙서 1개

게임
게임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마다, 딱 한 명의 몬스터만
이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도 되는 정확한 디
저트를 짚어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플레이합니다. 몬스터 한 명이 선택해서 주사위를 굴
리세요. 주사위는 음식 사슬의 시작점에 어떤 디저트가 있는지 알려줍니

목표
디저트 5개를 가장 먼저 먹는 몬스터가 되세요.

다. 시작 카드에 이 디저트를 빨리 찾으세요 (카드 더미 옆의 카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디저트로부터 빨간색 감초 선을 따라가 맨 끝의 디
저트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카드에서 그 디저트를 찾고 감초
를 다시 따라가서 세 번째 디저트를 찾으세요.

구성하기
게임 시작 전, 해당 나무 디저트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세 번째 카드에도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하세요. 마지막 디저트를 찾으면
그 디저트에 맞는 나무 디저트를 집으세요.
정확한 토큰을 가장 먼저 집는 몬스터가 이 라운드를 이기게 됩니다.

이긴 사람이 카드(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카

이 게임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에서 더 많은 상품을 둘러보세요:

드를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몬스터 카드 밑에 둡니다. 이렇게 놓은
카드는 해당 디저트를 먹은 것을 나타냅니다!

scorpionmasque.com/en

주의할 점! 몬스터는 한 번에 한 개의 디저트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디저트를 집으면 이 라운드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운드가 끝나자마자 나무 디저트를 게임 테이블에 돌려놓으세요.

/scorpionmasque
@scorpionmasque
Martin Boisselle, Olivier Ménard, Alexis Anne,

새로운 라운드

Mike Hezard, Jean-Michel Auzias, François Gérard, Maxime

남은 카드들을 오른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Mougin, et Yvon 께 감사 드립니다.

뒤집어 새로운 시작 카드로 사용합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앞서 설명한 규
칙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한글판제작: DiceTree Games
© 2015 Le Scorpion masqué inc.

게임의 종료

© 2018 DiceTree Games

게임은 몬스터가 5번째 디저트를 먹는 순간 끝납니다.

www.dicetreegames.com

맛 섞기
서로 다른 난이도의 카드를 섞어서 게임을 즐겨도 좋습니다. 카드 장수를
3장 보다 많이 놓아도 됩니다.

카드, 일러스트레이션, Me Want Cookies 제목, Le Scorpion masqué and the Le Scorpion
masque의 이름 및 로고의 사용은 Le Scorpion masqué inc. 서면 동의 없이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5 LE SCORPION MASQUÉ. LE SCORPION MASQUÉ, ME WANT COOKIES, 및 이의 로
고는 LE SCORPION MASQUÉ의 고유 상표입니다.

두 스쿱 (3명 또는 그 이상 플레이어)
이 규칙은 두 명의 몬스터가 각 라운드에 한 개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도
록 합니다. (한 장이 아닌) 두 장의 카드를 놓는데, 마지막 줄에 한 장을
다른 한 장 위에 두세요. 이 두 장의 카드는 테두리 색깔이 같은 줄의 색

주의사항: 이 제품은 삼킬 수도 있는 작은 부속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3세 또는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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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 규칙으로 하면 둘 중 아무 카드로 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운드에서는 두 개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같은 디저트일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 각 라운드마다 한 명의 몬스터는 하나의 디저트만 가질 수 있
습니다.
두 명의 몬스터가 자신의 5번째 디저트를 동시에 먹는다면 동점 결승전 라
운드를 그 두 명만 다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