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용 정보원·추정 게임, 12세 이상

목표
최대한 자신의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안전 가옥을 모두 
없애십시오. 플레이어의 안전 가옥 3개가 모두 제거되면 게임이 종
료됩니다.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은 승점(VPs)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구성물
• 20 요원 카드

• 2 참고 카드

• 10 미끼 토큰

• 이 규칙시트

준비
한 플레이어는 10 개의 빨간색 요원 카드 (0에서 9까지 번호가 매겨 
짐)와 5 개의 빨간색 미끼 토큰을 가져옵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10 개
의 파란색 요원 카드와 5 개의 파란색 미끼 토큰을 가져옵니다.

각 플레이어 앞에는 안전 가옥으로 지정된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요원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안전 가
옥에 각각 엎어 놓습니다. 플레이어의 남은 요원 카드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손 패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패에 있는 요원 카드의 신원을 실수로 공개하
지 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 뒤집어 
놓은 요원을 볼 수도 있지만 상대의 뒤집어둔 요원은 볼 수 없습니
다.

플레이 방법
시작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1) 손패에서 공격
2) 요원 교체
3) 안전 가옥에서 공격 

액션이 끝나면 다음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를 취합니다. 이것은 플레
이어의 안전 가옥 3 곳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1) 손패에서 공격: 당신의 요원 카드 중 하나를 당신의 손 패에서 드
러내고 상대방의 안전 가옥 중 하나를 목표로 하십시오. 상대방은 목
표로 하는 안전 가옥에서 요원을 비밀리에 확인하고 확인한 요원 카
드의 번호가 당신의 요원 카드의 번호보다 "큼", "작음" 또는 "같음"인
지 여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공격 실패: 요원이 큼 또는 작음인 경우, 카드를 손패로 되돌립니다.
(공격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공격 성공: 요원이 같음이면 상대방의 안전 가옥이 제거됩니다. 안전 
가옥에 있는 상대방의 요원은 앞면이 보이도록 노출시켜야하며, 당신
의 요원이 그 카드 위에 앞면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상대방의 안전 가
옥을 모두 없애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게임에 이기
기"참조). 

손패에서 공격의 예시
파란색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패에 있는 3의 값을 지닌 요원 카드를 공
개한 다음 상대방의 중간 안전 가옥을 지정합니다. 빨간색 플레이어
는 목표가된 안전 가옥에서 자신의 요원의 값이 같은지 몰래 봅니다.

이것은 공격 성공의 결과로, 파란색 플레이어는 상대방의 제거 된 안
전 가옥에 그의 요원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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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원 교체: 당신의 안전 가옥 중 한 곳에있는 요원 카드를 상대방
에게 보이게하고 카드를 다시 당신의 손패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비밀리에 손패에서 하나의 요원 카드를 뒤집어 안전 가옥에내려 
놓으십시오 (예, 원할 경우이 카드는 동일한 요원 카드가 될 수 있음). 
당신의 안전 가옥에 요원을 배치 한 후에는 귀하의 안전 가옥 옆에 당
신의 미끼 토큰 중 하나를 두어야합니다.

플레이어는 제거 된 안전 가옥에서 요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3) 안전 가옥에서 공격: 안전 가옥 중 한 곳에서 요원 카드를 공개하
고 상대방의 안전 가옥 중 하나를 목표로하십시오. 상대방은 목표로
하는 안전 가옥에서 요원을 비밀리에 확인하고 확인한 요원 카드의번
호가 당신의 요원 카드의 번호보다 "큼", "작음" 또는 "같음"인지 여부
를 선언해야 합니다.

공격 실패: 당신의 요원이 큼 또는 작음이면, 상대방에 의해 당신의 
안전 가옥이 제거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공개한 요원과 같은 번호
의 요원 카드를 가져와 카드 위에 엎어 놓습니다. 상대방의 요원이 손
패에 있지 않으면 카드를 그의 안전 가옥에서 공개하고 카드 위에 올
려둔 다음, 즉시 손패에서 하나의 요원을 선택하여 비운 안전 가옥에 
뒤집어 놓습니다.

공격 성공: 요원이 같음이면 상대방의 안전 가옥이 제거됩니다. 안전 
가옥에 있는 상대방의 요원은 앞면이 보이도록 노출시켜야하며, 당신
의 요원이 그 카드 위에 앞면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손패에서 하나의 
요원을 선택하여 텅빈 안전 가옥에 뒤집어 놓아야합니다.

미끼 토큰
각 플레이어는 게임 중에 최대 5번까지 요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
다. 플레이어가 미끼 토큰 5개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남은 게임에 
대해 "요원 교체" 작업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전 가옥 옆에 놓인 미끼 토큰은 남은 게임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안
전 가옥이 제거되거나 요원이 안전 가옥에서 교체되면, 그 옆에 있는 
미끼 토큰이 있어야합니다.

게임의 승리
플레이어의 안전 가옥 3개가 모두 제거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제거 
된 안전 가옥 하나는 그것을 제거한 플레이어에게 1점의 가치가 있습
니다. 요원 토큰이 하나 이상있는 안전 가옥이 제거되면 토큰 수와 동
일한 추가 승점이 추가됩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플레이어의 승점
이 같다면, 각 플레이어는 손에 남아있는 모든 요원 카드의 값을 더해
가장 높은 쪽이 승리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동점이라면, 공동
승리합니다.

변역 : 습작(習作, etude87)
※ 이 문서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점수계산 예시
파란색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안전 가옥 3개를 모두 제거하여 게임이 
종료됩니다. 파란색 플레이어는 총 4점의 승점을 얻습니다(빨간색 
플레이어의 안전 가옥 제거는 3점, 빨간색 플레이어의 미끼 토큰은 
1점). 

빨간색 플레이어는 총 3점의 승점을 얻습니다(파란색 플레이어의 안
전 가옥 제거의 경우 1점, 파란색 플레이어의 미끼 토큰의 경우 2
점). 빨간색 플레이어는 제거한 파란색 플레이어의 안전 가옥에 있
는 미끼 토큰에서만 승점을 채점합니다.

파란색 플레이어의 승점이 가장 많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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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쇄.  
경고: 질식 위험! 
어린아이로 부터 멀리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alderac.com/Agent-Hunter and  
www.alderac.com/forum 

문의?  
Email CustomerService@aldera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