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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카드 게임이지만, 자신에겐 +가 될 카드를 상대에겐 -가될 폭탄카드를 붙여라!
오직 3가지 색깔의 카드만 + 점수를 얻고, 나머지 색깔을 감점임에 유의하여야한다.
간단하지만 치열한 눈치싸움을 좋아하는 플레이어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얍삽한
사람과 같이하길 권하고 싶다.
싶다

내용물

색깔카드(63)

줄카드(5) +2 카드(10)

최종라운드(1)

요약카드(5)

조커카드(3)

게임요약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다음 2가지중 1가지를 반드시 해야한다.
액션 1. 카드를 가져오고 내려놓기
액션 2.
2 카드 1줄 가져오기

게임준비
1. 플레이어의 숫자에 맞게 줄 카드를 세로로 배치한다. 예) 3인-3장, 4인-4장…
2. 요약카드를 1장씩 나눠 갖는다. 3인플시 1가지 색깔을 제거하고 플레이한다.
3. 각 플레이어들은 서로다른 색깔 카드 1장씩을 받아서 자기 앞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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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라운드 카드는 따로 빼어 놓고 나머지 카드로만 섞어서 더미를 만든다.
5. 이 더미중 15장을 빼낸후 최종 라운드 카드를 그 위에 올려 놓아서 더미를 만든다.
6. 선을 정하고 플레이를 시작한다.

게임 플레이
액션 1. 카드를 가져오고 내려놓기
카드더미에서
카
더미에서 카드를가져와서
카 를가져와서 줄 카드
카 옆에 붙인다.
붙인다 줄카드
줄카 옆에 최대 3장까지만
장까지만 가능.
가능
모든 줄이 3장의 카드가 되면 반드시 카드 1줄을 가져와야한다.

액션 2. 카드 1줄 가져오기
- 액션 1을 택하는 대신, 카드가 놓여있는 1줄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색깔별로 정렬한다.
- 조커카드를 먹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워 두었다가 마지막에 점수계산시 활용한다.
- 1줄을 가져오려면 최소 1장의 카드가 놓여있어야한다.
- 카드 1줄을 가져오게 되면, 해당 라운드에서 패스되며, 다음라운드까지 기다린다.

라운드의 종료
- 모든 플레이어가 각각 1줄씩 가져왔을 때 라운드가 끝나며 줄카드를 원위치시킨다.
- 이전 라운드에 마지막으로 카드1줄을 가져간 사람이 선이되어 다음라운드를 진행한다.
- 최종 라운드 카드가 사용되면, 그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이 끝난다.

점수 계산
- 요약 카드에 나온 대로 점수를 계산한다.
- 조커를
커를 어느
어 색깔에 사용할 지 정해서 그 색깔에 붙인다.
붙인다
- 1가지 색깔이 6장을 넘어도 점수는 동일하다.
- 3가지 색깔에 대해서만 + 점수가 적용되고,
3가지 색을 제외한 색깔 카드들은 감점이다.
- +2카드는 총점에 2점을 더해준다
더해준다.

게임의 승자
최다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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