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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마법의 물약을 훔쳐갔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인 나. 어느 날, 마법의 물약을 만들려고 물약 제조

법이 있는 마법서를 펼쳐보니, 이럴수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법 물약을 만드는 방법을 훔쳐간 범인

검은 고양이

당장 이 건방진 고양이를 잡고 싶지만, 지금은 마법의 물약 비법을 알아내는 것

이 우선입니다. 다행히도 검은 고양이는 물약을 만들기 위해 메모해 놓은 몇 가

지 힌트들은 그대로 두었네요. 하지만, 마법의 물약을 만들려면 재료들을 특정

한 조건에 맞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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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물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ㆍ마법서 빈 페이지 25장 (양면 활용) ㆍ재료타일 7개

ㆍ초보마법사들을 위한 첫 번째 힌트 및 물약 만드는 정답이 써 있는 마법서 1부

ㆍ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설명서 1부 

마법서 빈 페이지 25장 (양면 활용)

재료타일 7개 힌트 및 물약 만드는 정답

이 써 있는 마법서 1부

게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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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

만들고 싶은 마법의 물약 번호(1~50까지) 중 한 개를 고릅니다. 번호는 아래쪽 모

서리(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재료를(사각 타일 7개입니다)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물약을 만들려면, 우선 마법서에 표시된 빈 자리를 재료가 그려진 사각 타일로 모두 

채워야 합니다. 단, 마법서에 쓰여있는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료 타

일을 옆 또는 아래로 돌려 보면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약(포션)의 제조법에는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무 타일이나 

반복적으로 놓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단계부터 

처음 시작 할 때는 마법의 물약을 낮은 번호부터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낮은 번호 

일수록 쉽습니다. 마법서 하단에 그려진 물약의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  준비 운동 정도의 쉬운 물약

11~20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물약.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

어서 대마법사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함.

21~30  제법 여러 효과가 있는 마법의 물약. 숙련가의 길은 멀고도 험한 도

전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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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 만드는 법  

특정 재료의 개수를 맞춰라! 해당 그림이 있는 줄(

가로-세로)에는 표시되어 있는 재료가 그 숫자만큼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두꺼비, 물망초, 거미, 버

섯, 크리스탈) 대신 조건만 충족하면 다른 재료들이 

배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전체 재료의 개수를 맞춰라! 해당 그림이 있는 줄(가로-세로)에는, 

어떤 종류인지는 상관없지만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숫자만큼의 개

수대로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지수를 맞춰라! 해당 그림이 있는 줄(가로-세로)에는, 재료의 개

수 및 어떤 종류인지는 상관없지만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숫자만큼 

가짓수를 맞춰야 합니다.

31~40  예뻐지는 마법의 물약. 비법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음

41~50  오로지 대마법사!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환상의 마법물약. 좌절

을 맛볼 수 있다. 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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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 세로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이 가로줄에는 두꺼비 

두 마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로줄에는 총 6개의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힌트와 해답  

너무 어렵나요?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힌트 

또는 해답란을 참고하세요.

▶ 첫번째 힌트  4번~50번 물약을 만들 수 있는 힌트. 단 하나의 재료 타일이 올

바른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정답  모든 물약을 만들 수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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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와 정답은 물약을 만들다가 너무 어려워서 즐거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물약을 만들다가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먼저 이 문구를 떠올려 주세요.

※참고로 검은 고양이는 잘못을 반성하고 오늘도 평화롭게 귀엽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Magic is always in the details.
마법은 언제나 세심함으로부터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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