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설명
1. 인물의 이름
‘카나이 팩토리 에디션’은 2012년
[러브 레터]를 처음 발매했던
세이지 카나이의 프로덕션인
‘카나이 팩토리’의 오리지널 그림을
그대로 사용한 버전입니다!

2. 인물의 랭킹 숫자. 높은 랭킹일 수록
공주와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3. 인물의 특별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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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력을 의미하는 아이콘
게임 디자이너 : 세이지 카나이

5. 그림

2~4인용, 10세 이상 / 플레이 시간 : 약 20분

6. 점의 갯수는 이 종류의 카드가 모두
몇 장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게임 소개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공주가 사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주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국의 젊은이들은 대책없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편지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

준비
1.

3

구성품 가운데는 7번 카드가 두 종류(후작,대신)가 있습니다. 게임시에는 반드시
두 종류 중 한 장만 사용합니다. 첫 게임에서는 ‘후작’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다. 대부분 버려지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편

게임이 익숙해지면 ‘대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랑을 담은 러브 레터를 전하기 위해서요!
2.

8번 카드는 모두 4종류가 있습니다. 게임시에는 반드시 이 중 한 장만 사용합니다.
그림이나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규칙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게임 요약

3.

플레이어들은 공주의 마음을 얻기위해 사랑의 편지를 전하려 애쓰는 젊은이들이 됩니다.
게임에는 성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선택한 7번, 8번 카드 한 장씩을 포함해서 모두 16장의 카드를 섞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보이게 테이블 중앙에 덱을 만들어 놓습니다.

4.

편지를 공주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울테지만, 상황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덱 맨위의 카드 1장을 보지 않고 뽑아서 치워 놓습니다. 이 카드는 라운드 중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5.

모든 플레이어들은 덱에서 카드 한 장씩을 가져와 자신만 볼 수 있도록 손에 쥡니다.

플레이어는 손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인물이 바로 당신의 러브 레터를

6.

첫 번째 플레이어를 정한 뒤 게임을 시작합니다.

전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이 인물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알아 차린다면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인물들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라운드의 승자가 됩니다.

턴 진행 순서
자신의 턴에 플레이어는 먼저 덱의 맨 위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래 손에
있던 카드와 비교를 한 뒤, 한 장을 선택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로 내려 놓고나서,

구성품

반드시 그 카드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플레이용 카드 20장 (게임중에는 16장만 사용)

식으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진행합니다.

생깁니다.) 기능을 사용한 뒤에는 시계 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됩니다. 이런

요약카드 4장, 호감 토큰 12개, 규칙서 1부

7번 카드

사용한 카드들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한 사람 앞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쳐

8번 카드

놓습니다. 이로서 그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아직
상대의 손에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 어떤 플레이어가 라운드 중 탈락한다면 손에 있던 카드를 자신의 앞에 공개로
놓아야 합니다.
주의 : 카드 기능은 아직 라운드에서 탈락하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 한 명에게만 사용이

둘 중 한 장만 사용!

넷 중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는 5번 ‘마법사’로 이 카드는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라운드 및 게임 종료
만약 어떤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났을때, 카드 덱이 떨어졌다면 라운드가 끝납니다.

카드 설명
1 병사 :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고, 동시에 ‘병사’가 아닌 카드 한 종류의 이름을

이제 누구의 편지를 받을지 공주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라운드가 끝날때까지 살아남은

말합니다. 지목당한 플레이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그 카드라면 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공개합니다. 랭킹 숫자를 비교해서 가장 큰

즉시 탈락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번 라운드의 승자가 됩니다. 만약 랭킹이 같다면, 이번 라운드에 사용한
카드들의 랭킹 숫자를 모두 더해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혹은 라운드 중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탈락해도 그 라운드는 즉시
끝납니다. 이때 탈락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라운드의 승자가 됩니다.
라운드의 승자는 호감 토큰을 한 개 가져오고 다음 라운드의 첫 번째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여러번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호감 토큰 4개를 모은 플레이어가 공주의
마음을 얻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인원 수에 따라 모아야 하는 호감 토큰의 갯수를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게임에서는 7개, 3인 게임에서는 5개)

2인용 짧은 규칙
라운드 준비시 한 장을 먼저 제외한 뒤, 추가로 3장을 더 뽑아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한
뒤 게임을 시작합니다. 초반부터 추리의 요소가 생기고 게임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2 광대 :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고, 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카드가 무엇인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3 기사 :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한 뒤, 당신과 그 플레이어는 둘만 볼 수있게
서로의 손에 있는 카드를 비교합니다. 낮은 랭킹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
이어는 즉시 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숫자가 같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사제 : 이 카드를 내려놓은 후, 다음 당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다른 플레이어들은 카드
기능을 당신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마법사 :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합니다. 당신 자신도 지목 가능합니다. 선택된
플레이어는 손에 있는 카드를 공개해서 버립니다. 그러나 그 카드의 효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미에서 새 카드 한 장을 즉시 뽑습니다. 만약 더미가
다 떨어졌다면, 라운드 시작시 제외했던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사제로 보호 받고 있다면, 반드시 당신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장군 :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고, 그 플레이어와 손에 있는 카드를 교환합니다.
교환하는 당사자들 외에는 교환하는 카드들을 볼 수 없습니다.

후작, 대신, 공주, 왕자 카드
플레이 시에는 7번 카드 두 종류 -‘후작’과 ‘대신’중 반드시 한 장만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후작’으로 플레이하고 익숙해지면 ‘대신’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대신’으로 게임을 할
경우 라운드가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게임이 좀 더 냉정(!)해집니다.
8번 카드는 (‘왕자’까지) 모두 네 종류가 있고 게임때는 이 중 한 장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기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왕자’도 ‘공주’와 동일합니다.)

7 후작 : ‘마법사’ 혹은 ‘장군’ 카드와 같이 들고 있다면, 반드시 ‘후작’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카드와 함께 들고 있을 때에도,
선택적으로 ‘후작’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7 대신 : ‘마법사’ 혹은 ‘장군’ 혹은 ‘공주’ 카드와 같이 손에 들게 되는 경우, 당신은
그 즉시 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8 공주 : 게임 중 이 카드를 강제로 모두에게 공개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마법사)
당신은 그 즉시 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단, 라운드 종료 후 하는 랭킹 비교는 강제
공개가 아닙니다. 이 경우, 공주가 무조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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