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디자인
NORBERT PROENA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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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무덤 자리가 있는 게임 보드 1개
말뚝 13개
규칙서 1개
타일 144개 :
• 관뚜껑 60개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10개씩)
• 뱀파이어 60개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10개씩)
• 마늘 꾸러미 18개 (베이지색,
연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갈색,
보라색 3개씩)
• 쥐가 그려진 관뚜껑 6개
색깔 표시 토큰 6개 (베이지색, 연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갈색, 보라색 3개씩)

분

게임 하는 법

게임의 목표

자기 앞에 있는 뱀파
이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모두 치우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준비 (3-6 인)
1 게임 보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습니다.

2 쥐가 그려진 관뚜껑
타일들을 옆으로 골라 놓습니다.

3 나머지 60개의 관뚜껑 타일을 색깔 면이 보이지
않게 해서 잘 섞습니다.

4 섞은 60개의 관뚜껑 타일 중에서
6개를 보지 않고 무작위로 골라 보드
옆에 색깔이 보이지 않게 쌓아 놓습니다.

5 쥐가 그려진 관뚜껑 타일 6개를
54개의 관뚜껑 타일과 잘 섞습니다.

6 보드 위의 각각의 무덤들을
60개의 관뚜껑들로 색깔이나 쥐가
보이지 않게해서 무작위로 잘 덮습니다.

7 뱀파이어들을 뒷면으로 놓고 잘 섞은 다음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수로 나눠줍니다.
각 참가자들은 받은 뱀파이어들을 자신의 앞에 일렬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2개, 맨 오른쪽 2개를 공개합니다.

8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색깔을 정해서 해당 마늘
꾸러미 3개와 색깔 표시
토큰 1개를 받습니다.

주의!
마늘 꾸러미의 색깔은 뱀파이어나 관뚜껑의
색깔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9 말뚝 13개를
게임 보드 중앙에
모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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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주의:

오늘 가장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첫 번째로 시작하고, 이후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

방금 전 차례의 참가자가 열었던 관 뚜껑을 곧장
다시 열려면, 그 무덤에 자신의 뱀파이어나 마늘
꾸러미를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보드 위에 있는 관뚜껑중 하나를 선택해서 엽니다.
이때 모든 참가자들이 관뚜껑의 색깔을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방금 열었던 관뚜껑을 열고나서 뱀파이어나
마늘 꾸러미를 넣을 수 없다면 그 대신 말뚝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뱀파이어을 재울 무덤을 찾으세요
만약에 열었던 관뚜껑의 무덤이 비어있고, 뚜껑에 쥐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관뚜껑의 색깔을 자신의 앞에 놓인 뱀파이어들 중 맨
오른쪽과 맨 왼쪽의 뱀파이어의 색깔과 비교합니다. 2개의 뱀파이어
중 관뚜껑과 같은 색깔의 뱀파이어가 있으면 그 뱀파이어를 해당
무덤에 색깔이 보이게 넣고 관뚜껑을 색깔면이 아래로 오게 해서 다시
무덤을 덮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 이상 뱀파이어를 무덤에 넣을 수
없을때까지 진행합니다.

아이고, 이미 누가 자고 있었네!
만약 관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이미 뱀파이어가 있다면,
그 무덤은 그대로 둔 채 관뚜껑을 닫고, 말뚝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마칩니다.
당신이 말뚝 3개를 받으면, 그 즉시 다른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앞에 있는 뱀파이어들중 맨 오른쪽, 혹은 맨 왼쪽
하나를 당신에게 ‘선물’로 줍니다. (물론 그 ‘선물’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뱀파이어는 당신의 뱀파이어 열의 양 옆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리고나서 말뚝을 다시 보드
중앙에 반납합니다.

으악! 마늘이다!

주의:

위의 경우처럼 양 옆의 뱀파이어 색깔이 다르면, 넣을 수 있는 무덤의 관뚜껑도
두가지 색입니다. 만약 양 옆의 뱀파이어의 색깔이 같은데, 관뚜껑 색깔도 같다면 두 뱀파이어
중 하나만 선택해서 무덤에 넣습니다. 다른 뱀파이어는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관뚜껑을 열었는데 마늘이 있다면, 그 마늘의 주인은
자신의 앞에 있는 뱀파이어들 가운데 양쪽 끝 중 하나를
당신에게 선물로 줍니다.

기억하세요! 뱀파이어를 무덤으로 보내자마자,

관뚜껑을 열었는데 자신의 마늘이 있다면,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당신에게 뱀파이어를 하나씩 줍니다.

뱀파이어를 보낸 쪽에서 뒷면으로 놓인 뱀파이어 타일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열의 양 옆에는
뱀파이어가 각각 2개씩 (왼쪽 2개, 오른쪽 2개)이
공개되도록 해야합니다.

어떤 경우든 마늘 꾸러미 주인은 뱀파이어를 받거나 준 뒤,
무덤에서 꺼내 다시 가져옵니다. 이 마늘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 놓인 뱀파이어가 4개 이하라면 자동으로 모든
뱀파이어가 공개된 상태가 됩니다.

중요! 마늘 주인이 마늘

주의:

참가자는 양 옆에 공개된 뱀파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꾸러미를 가져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해도, 즉시 그 자리에
당신의 뱀파이어나 마늘을
곧장 집어 넣을 수 없습니다.

관 뚜껑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요?
만약 관 뚜껑에 맞춰 무덤에 넣을 뱀파이어가 없다면, 자신의
마늘 꾸러미 타일을 대신 넣거나 아니면 그냥 빈 무덤으로 놔둘 수
있습니다. 관 뚜껑을 원래대로 닫고 차례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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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에 관뚜껑을
다시 덮고 차례를 끝냅니다.

병을 옮기는 쥐다!
관을 열었는데 쥐가 그려져 있다면, 쥐가 보이는 면으로 뚜껑을
뒤집어 무덤 위에 놓습니다. 이제 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쥐가 그려진 관뚜껑이 놓인 뒤에는 그 무덤 자리에 인접한 모든
무덤의 관뚜껑을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만큼 열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발생시킨 참가자는 관뚜껑을 차례로 열면서 일반적인
규칙처럼 진행합니다. (뱀파이어를 집어 넣기, 마늘 꾸러미를 넣기,
빈 무덤으로 놔두기, 말뚝 받기) 차례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전염병 효과를 끝낼때 까지는 일단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염병 효과로 열린 관뚜껑은 그 효과가 끝날 때까지
는 계속 열린 채로 놔둡니다. 열었을때 조건이 된다면 뱀파이어나
마늘 꾸러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효과를 처리하던 도중에 당신
앞으로 온 뱀파이어는 이미 열려있는 관뚜껑과 같은 색깔이어도 그
무덤에 집어 넣을 수 없습니다.

또 쥐야?
전염병 효과 처리 중에 또 다른 쥐가 나왔다면, 현재 처리하던
전염병 효과는 즉시 멈추고, 새로 열린 쥐를 기준으로 전염병 효과를
처리합니다.
전염병 효과는 다음 경우에 끝납니다.
• 인접한 모든 무덤의 관뚜껑이 열렸을 경우.
• 전염병 효과를 일으킨 참가자가 더 이상 효과 진행을 하지 않길
원하는 경우 (관뚜껑을 하나도 열지 않고 효과를 마칠 수 도
있습니다).
• 효과를 처리하던 도중에 새로운 쥐가 나올 경우. (대신 새로운
전염병 효과 시작)
전염병 효과가 끝나면 쥐가 그려진 관뚜껑을 게임에서 제거하고, 게임
준비시에 치워놓았던 6개의 관뚜껑 더미 맨 위의 하나를 가져와서
(쥐가 있던) 자리를 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효과 처리 중에
열어 놓았던 관뚜껑들을 다시 닫습니다.
중요! 무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묘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다면,
무덤이 없는것으로 칩니다

전염병 효과가 끝나면, 전염병 효과를 일으킨 참가자의 왼쪽에 앉은
참가자가 다음 차례를 진행합니다.

3

게임 종료
자기의 앞에 놓인 뱀파이어를 모두 없앤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자기 차례에 뱀파이어를 무덤에 넣어서 승리할 수 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승리 할 수 도 있습니다.

주의:

더 어린 친구들과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진행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뱀파이어를 12개씩만 갖고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둘이서 할 때의 규칙
준비 단계때 관뚜껑 색깔을 4종류만, 뱀파이어도 선택한
관뚜껑의 색깔만 사용합니다. 쥐가 그려진 관뚜껑은 6개 대신
4개만 사용합니다. 각자 마늘 꾸러미 3개씩, 뱀파이어는 20
개씩을 받습니다. 관뚜껑은 40개를 섞은 뒤 4개를 무작위로
제거해서 더미를 만들고, 쥐가 그려진 관뚜껑을 섞습니다.
다 섞은 뒤 40개의 관뚜껑을 원하는 무덤 위에 덮습니다.
(관뚜껑을 닫지 않을 무덤이 어디가 될지는 자유로이 정합니다.)

다음 예외를 제외하면 규칙은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
• 상대방의 마늘 꾸러미를 찾으면 상대방에게서 뱀파이어를 2개 받습니다.
• 자신의 마늘 꾸러미를 찾거나, 말뚝을 3개 받으면 상대방에게서 뱀파이어를
4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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