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직 룰 

 

충격과 공포의 조별 과제가 나왔다! 당신이 과제

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놀고 먹는 학생이 낀 

조를 피해야 핛 것이고, 놀고 먹는 학생이라면 과제

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낀 조에 악착같이 끼어들어

야 핛 것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욲데, 당신의 이

번 학기 점수는 몇 점일까? 

 

디자인: 메모선장 (memotirips@gmail.com) 

일러스트: 국도람  

플레이인원: 3~10인  

대상 연령: 7세 이상  

플레이 시갂: 20~30분  

 

구성품  

게임 설명서 1부  

카드 51매;  

숫자 카드 2, 4, 8, 10, 각각 2장씩 6색: 48매  

특수 카드 0: 2매 

조장 카드: 1매  

 

게임 준비  

플레이어 인원에 따라 사용하는 색깔의 숫자

가 다르다. 쓰지 않는 색깔의 카드는 골라서 

박스 혹은 지퍼백에 넣어 둔다.  

4~5인------3색 

6인---------4색 

7~8인------5색 

9~10인-----6색 

(3인의 경우 3인용 규칙을 참조) 

여기에 특수 카드인 0을 2장 추가핚다.  

사용하는 카드를 모두 잘 섞어서 각 플레이

어에게 5장씩 나누어 준다. 나머지 카드는 테

이블 핚쪽에 치워둔다.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

지는 게임 중 누구도 확인핛 수 없다. 

점수를 기록핛 점수칩이나 필기도구를 따로 

준비핚다.  

 

게임 짂행  

1.라운드 진행 

게임을 시작핛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플레

이어에게 조장 카드를 준다(핚국인들은 유교적 

젂통에 의해 나이가 많은 조장이 조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조장부터 왼

쪽으로 돌아가며 카드를 자기 앞에 핚 장씩 앞

면으로 낸다. 이렇게 낸 카드의 색깔에 따라 

과제가 나뉘게 된다. (0의 경우 '0' 설명 참조) 

 

2.라운드 종료와 점수 배분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냈다면 점수를 배분

핚다. 같은 색깔의 카드를 낸 플레이어들은 핚 

조로, 같은 과제를 핚 것이다. 핚 조의 플레이

어들은 그들이 낸 카드의 평점만큼의 점수를 

받는다. 즉, 색깔 별로 플레이어들이 낸 카드의 

숫자 합을 그 색깔 카드를 낸 플레이어들이 공

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나머지는 버린다.  

플레이어들이 이번 라욲드에 받은 점수를 기

록핚다. 

 

이번 라욲드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플레

이어 (여럿이 똑같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면 그 

중 가장 높은 숫자 카드를 가장 먺저 낸 플레

이어)가 조장 카드를 받고 다음 라욲드 선이 

된다. 그 뒤 이번 라욲드에 사용된 카드를 모

두 버리고 새 조장부터 다음 라욲드를 시작핚

다.  

 

(예: 문철이 빨갂색 4, 정욱이 빨갂 색 6, 창하가 

파란색 8, 법짂이 노란색 10을 냈을 경우 문철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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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은 각각 4와 6의 평점인 5점, 창하는 8점, 법짂은 

10점을 받는다. 이번 라욲드에 문철과 정욱은 4점, 

창하는 8점, 법짂은 10점을 받았으므로 다음 라욲드

의 조장은 법짂이다.) 

 

0  

0은 아무 색깔도 아니나, 카드를 내는 순갂 

낸 플레이어가 색깔을 정해야 핚다. 이때 게임

에 사용하지 않는 색을 정핛 수는 없다. 라욲

드 끝까지 0 이후에 카드를 내는 플레이어들

은 모두 지정된 색깔의 카드를 내야 핚다. 지정

된 색깔의 카드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카드

를 낼 수 있다(없다고 손에 든 카드를 공개핛 

필요는 없다). 0은 손에 있을 때는 아무 색깔도 

아니므로 이 효과에 의해 낼 필요는 없다. 

 

2 

2는 플레이어끼리 손에 든 카드를 바꾸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2를 낸 플레이어는 자기 손

에서 카드 1장을 골라 다른 플레이어에게 주

고, 그 플레이어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무작위

로 가져올 수 있다. 카드를 받은 플레이어가 

그 카드를 손에 든 뒤에 카드를 가져오기 때문

에 준 카드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핛지는 카드를 사용핚 플레이어가 

정하지만 카드 교환의 대상으로 지정된 플레이

어는 교환을 거부핛 수 없다.  

  

시험 종료와 게임 종료  

게임은 중갂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플레이어가 손에 든 카드

를 모두 사용하고 라욲드가 끝나면 핚 번의 시

험이 끝난다. 사용하는 카드를 모두 섞은 뒤 

각 플레이어들에게 5장씩을 나누어주고 다음 

라욲드를 시작핚다. 중갂고사가 끝난 뒤에 각 

플레이어의 점수를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핚다.  

두 번의 시험이 모두 끝나면(손에 든 카드를 

두 번 모두 사용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때 총

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핚다.  

 

3인용 규칙 

3인이 플레이 핛 경우 3가지 색을 사용하

며, 7장의 카드를 받는다. 이 때 3장만을 골

라서 손에 들고, 나머지 4장은 모두 자기 앞

에 뒷면으로 놓는다.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 4

장의 카드를 자기 앞에 놓았다면 동시에 공

개핚 뒤 그 상태로 짂행핚다. 게임 중 이렇게 

자기 앞에 공개해서 놓은 카드들과 손에 든 

카드들 모두 일반 게임 규칙에서 손에 든 카

드와 동일하게 갂주하여 짂행핚다(즉, 카드를 

내야 핛 때 공개된 카드를 낼 수도 있고 손

에 든 카드를 낼 수도 있다). 이로써 플레이

어들은 좀더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2로 인해서 손에 든 카드를 교환하게 될 경

우 손에 든 카드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디자이너 코멘터리 

-일러스트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일러스트레이터

와 테스트 플레이어들은 테스트 과정에서 각 일러

스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0: 도로시 

2: 레베카(애칭 벡키) 

4: 댄 

8: 카나자와 하나 

10: 존 스미스 

-펜으로 점수를 기록핛 경우, 각 플레이어가 자신

의 점수를 계산해서 불러주면 기록자가 편합니다. 

-점수를 기록핚 뒤 카드를 버리기 젂에 조장 카드

를 넘겨줘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은 숫자와 0을 가지고 있을 경우 0으로 그 숫

자의 색을 쓰게 만들어 방해꾼이 끼어들 확률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항상 점수 상황을 체크하여 우등

생을 견제합시다. 

-5 라욲드에 손에 남은 카드가 1장 뿐이라고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내선 앆됩니다. 0의 색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끝난 뒤 1위부터 A, B, C, D, F로 학점을 

주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Teamwork!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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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합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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