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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받침대를 아래 상자 위에 홈을 맞춰 놓으세요.

수풀 받침대의 홈에 맞춰 수풀 가림막을 끼우세요.

나무 터널을 수풀 가림막에 맞춰 끼우세요.

모든 벌레들을 가림막 뒤 수풀 받침대 위에  

무작위로 던져 넣으세요!

게임 준비

구성품
수풀 가림막, 나무 터널 , 수풀 받침대, 헝겊 주머니,  

빨간 벌레 10개, 파란 벌레 10개, 노란 벌레 10개,  

보라 벌레 10개, 흰 벌레 10개, 확대경 타일 4개

확대경은 어디에 두나요?
모든 참가자들은 자기 색깔 하나를 정해서  

그 색깔의 확대경을 자기 앞에 놓습니다.  

이제 확대경 색깔과 같은 벌레들을 모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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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Design: Carlo A. Rossi
Development: Alexio Schneeberger (Lead),  
Andrea Chiarvesio, and Pierluca Zizzi
Game Design Director: Eric M. Lang
Art: Jérôme Pelissier
Graphic Design: Gabriel Burghi (Lead) 
and Max Duarte
Art Director: Mathieu Harlaut
Production: Rebecca Ho (Lead), Safuan Tay 
(Lead), Thiago Aranha, Marcela Fabreti, Raquel 
Fukuda, Guilherme Goulart, Isadora Leite, Aaron 
Lurie, and Ana Theodoro
Writing: Alexio Schneeberger
Proofreading: Jason Koepp
Publisher: David Preti
한글판 제작: 보드엠 팩토리

크레디트

게임 하는 법

자기 차례가 되면...

수풀 안을 
수풀 안을 

10초 동안 
10초 동안 

잘 살펴 보세요
잘 살펴 보세요

안쪽을 보지 않고  안쪽을 보지 않고  
손만 집어 넣어서  손만 집어 넣어서  

벌레 한 마리를 잡으세요벌레 한 마리를 잡으세요

돌려요!
돌려요!

좋았어! 
내 색깔 벌레야! 

한 번 더!

승리!

자기 색깔 벌레 10개를 모두  
모았거나, 혼자만 탈락하지  

않고 남았다면...

아야! 
물렸어!

동영상 및 
각종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boardmfactory.com/bughunt

조심하세요!

아!안돼! 내 벌레가 아니네!

자기 색깔의 벌레를 뽑았다면  

자기 확대경 위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벌레 잡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흰 벌레를 뽑았다면  

자기 확대경 위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가 끝나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잡은 벌레를 뺐는데 다른 사람 색깔의  

벌레라면 그 사람에게 벌레를 줍니다.  

누구의 색깔도 아닌 벌레라면 다시 수풀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가  

끝나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흰 벌레 3개가 흰 벌레 3개가 

확대경 위에  확대경 위에  

놓인 사람은  놓인 사람은  

게임에서  게임에서  

탈락합니다!탈락합니다!

가장 어린 친구부터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수풀 안을 들여다 본 다음에 손을 집어 넣어서  

벌레를 잡아야 합니다. 자기 색깔 벌레를 제일 먼저 모은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독이 있는 흰 벌레를 조심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