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목표

5종류의 포인트칩(해, 별, 달, 지구, 바람)을 많이 모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포인트칩을 얻기 위해서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사

고가 필요합니다.

게임구성물

게임판

플레이 하는 인원에 따라 선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게임블록 64개 

(4색 / 각 16개) 

포인트칩 25개 

(5종 / 각 5개) 

벌점 토큰 14개  

(-1점 8개, -2점 4개, -5

점 2개)

※ 필요에 따라 교환하면서 사

용하세요

2인용

3인용

4인용



게임준비

1.  게임판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각자 원하는 한 가지 색깔의 블록을 가져갑니다. 게임 인원에 따라 사용하는 블록(4색깔)은 아래와 같습

니다. 

2.  인원 수에 맞는 포인트칩의 종류와 개수를 게임판 위에 랜덤으로 올려 놓습니다.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배

치해주세요.)

3.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게임을 먼저 시작합니다. (또는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합니다.)

4인 게임 시 사용하는 블록 (4색 각 16개 전부 사용)

3인 게임 시 제거되는 블록 1개

(각 15개만 사용)

2인 게임 시 제거되는 블록 2개

(각 14개만 사용)

2인 게임 시 포인트 칩

(3종을 골라 3개씩 놓습니다.) 

3인 게임 시 포인트 칩

(4종을 골라 4개씩 놓습니다.)

4인 게임 시 포인트 칩

(5종 5개씩)



게임방법

첫 번째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의 블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단, 게임판에 표시된 게임 인원수에 따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

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 순으로 돌아가며 게임 블록을 하나씩 놓으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씩 블록을 내려놓은 후, 자

신의 두 번째 게임블록을 놓을 때는 이미 놓여 있는 자신의 게임블록과 새로운 블록의 한 면이 맞닿아야 합니다.

예시) 그림 ①을 보면 파란색 플레이어가 블록을 먼저 놓고 다

음에 노란색 플레이어가 자신의 블록을 놓았습니다. 파란색 

플레이어가 두 번째 블록을 놓을 때는 그림 ②와 같이 이미 놓

은 자신의 블록과 한 면이 맞닿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임승리를 위한 전략!

1. 포위
포인트칩은 게임블록을 놓을 수 있는 12개의 작은 점으로 둘

러싸여 있습니다. 게임 종료 시, 이 12개의 점을 자신의 블록

으로 가장 많이 점령한 플레이어가 해당 포인트칩을 획득합

니다.

예시) 그림 ③을 보면 포인트칩 둘레에 파란색 플레이어가 6

개의 점을, 노란색 플레이어가 4개의 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인트칩은 더 많은 점을 차지한 파란색 플레

이어가 게임 종료 시 획득합니다.

만약, 점을 차지한 숫자가 같다면 아무도 그 포인트 칩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림 ①

그림 ③

(파란색 블록이 포인트칩 획득!)

그림 ③ - 1

(파란색 블록이 포인트칩 획득!)

그림 ②



2. 점프
전략상 자신의 게임블록을 점프하여 맞닿지 않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게임블록으로부터 최대 5칸(점) 떨어진 곳에 게임블록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

우에는 건너뛴 점 1개 당 -1점의 벌점토큰을 가져가야 합니다. (상대의 게임블록에 막혀있는 경우

에도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④를 보면 노란색 게임블록이 파란색 게임블록에 둘러싸여 맞닿게 놓을 곳이 없습니다. 노란

색 플레이어는 그림 ④ 의 (1)과 같이 파란색 게임블록을 한 칸 ‘점프’하여 자신의 게임블록을 놓을 

수 있지만, 벌점 -1점을 받습니다. 혹은 그림 ④의 (2)처럼 두 칸 점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

우, 벌점 -2점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3. 블록사용
플레이어는 자신의 색깔블록을 내려놓을 때 큰 블록부터 내려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블록을 내려놓을 공간이 줄어들

기 때문입니다.  게임블록을 더 놓을 곳이 없을 때는 “통과”(PASS)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당 플레이어는 더 이상 이번 게임에서는 자신의 

차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게임 종료 시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게임블록 하나당 -1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모양은 상관 없

습니다.)  

※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포인트 칩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게임종료

플레이어 중 자신의 게임블록을 다 사용하거나, 모든 플레이어가 더 이상 게임블록을 놓을 곳이 없어서 “통과”를 선언하였을 경우, 게임이 

종료됩니다. 같은 종류의 포인트칩(해, 별, 달, 지구, 바람)을 더 많이 모을 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같은 종류의 포인트 칩이 ㆍ1개 : 3점 ㆍ 2개 :  7점 ㆍ3개 : 12점 ㆍ4개 : 18점 ㆍ5개 : 25점

벌점은 해당 토큰에 쓰여진 점수와 남은 게임블록 1개당 -1점으로 하여, 포인트칩으로 얻은 점수와 함께 계산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

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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