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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상의 3~6인용 색, 모양, 재빠른 손가락 게임 

 

 

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컴포넌트    

36  Tohuwabohu 모양과 그것을 뜯어내고 남은 프레임 

54  태스크 카드 

1   규칙 소책자 

 

첫번째 게임 전에 Tohuwabohu 모양들을 조심스럽게 프레임에서 뜯어내야 한다. 

 

주의 : Tohuwabohu 모양과 마찬가지로 프레임도 게임에 사용된다. 부품의 어느 것도 버리지 말기 

바란다. 

 

 

준비준비준비준비    

우선 36 개의 프레임은 따로 챙겨둔다. 36 개의 Tohuwabohu 모양 타일들을 모든 플레이어가 쉽게 볼 

수 있는 테이블 중앙에 컬러 면이 위로 오게 펼쳐 놓는다. 커다란 6 x 6 의 격자 모양으로 놓으면 쉽다. 

 

점수 계산을 위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다. 1 명의 플레이어가 관리자가 된다. 

 

태스크 카드에는 Tohuwabohu 모양이 앞면에는 컬러로 뒷면에는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관리자는 

카드들을 잘 섞어 뒷면(검은색)이 보이게 하나의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위에 놓는다. 

 

 

플레이플레이플레이플레이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양 손을 테이블 아래에 있게 한다. 관리자는 태스크 카드 더미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공정하게 가져와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 더미 앞에 놓는다.    

 

공정한 가져오기 : 관리자는 자신이 보기 전에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 끝을 먼저 뒤집는다. 물론, 카드를 매우 빠르게 뒤집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즉시, 모든 플레이어가 태스크 카드에 그려진 Tohuwabohu 모양을 찾기 시작한다. 모양을 찾은 

플레이어는 즉시 그의 집게손가락을 그 모양 위에 올려 놓는다. (물론, 2 개의 모양을 잡기 위해 두 

집게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발견되면, 플레이어들은 태스크 카드에 그려진 모든 모양이 찾아질 때까지 필요한 동안 손가락을 

올려 놓고 있는다. 모든 모양이 찾아지면 각 플레이어는 먼저 정확하게 가리킨 Tohuwabohu 모양들을 

가져와 모든 플레이어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앞에 놓는다. 모든 다른 플레이어들은 빈 

손으로 떠난다. 그리고 그 태스크 카드는 따로 치워 놓는다. 

 

만약 새로운 태스크 카드에 그려진 Tohuwabohu 모양이 이미 어느 한 플레이어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 

다른 플레이어는 현재 그것을 가진 플레이어가 지키기 전에 그 위에 손가락을 올리는 것으로 이 모양을 

차지하려고 할 수 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Tohuwabohu 모양을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두 손은 테이블 밑에 있어야 한다. 

 

 

점수점수점수점수    계산계산계산계산 &  &  &  & 게임게임게임게임    종료종료종료종료    

1 명의 플레이어가 자신의 앞에 8 개의 Tohuwabohu 모양을 갖게 되면 라운드가 끝난다. 그 플레이어가 

라운드를 승리한다. 5~6 인의 경우에는 어느 한 플레이어가 7 개의 모양을 갖게 되면 라운드가 끝난다. 

2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이만큼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경우 1 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모양을 가질 때까지 라운드를 계속한다. 

 

라운드 종료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앞에 가지고 있는 Tohuwabohu 모양 1 개당 1 포인트를 얻는다. 

라운드의 승리자는 추가 4 포인트를 얻는다. 

 

다음 라운드를 위해 모든 Tohuwabohu 모양들을 다시 가져와 테이블 중앙에 놓는다. 관리자의 왼쪽 

플레이어가 이번 라운드의 새로운 관리자가 된다. 

 

플레이어 수만큼의 라운드를 플레이한다. 모든 라운드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포인트의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변형변형변형변형    룰룰룰룰    

A. Tohuwabohu 모양을 사용하는 대신 모양을 뜯어낸 프레임을 사용한다.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프레임들을 컬러 면이 위로 오게 테이블 중앙에 놓는다. 

 

B. 보다 어려운 게임을 하려면 태스크 카드의 뒷면(검은색)을 사용한다. Tohuwabohu 모양은 여전히 

컬러 면이 위로 오게 하지만 이제 태스크 카드의 검은색 면에는 오직 모양만이 나타나 있고 색깔은 

나타나지 않으며 게다가 모양도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