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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카드 66장 

추리 노트 1장 

4개국어로 되어 있는 게임 설명서 

 

카드 

66장 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카드: 5장의 카드로 구성된 세트 5개 

(25장)     (각 세트는 베니스의 유명한 장소 5곳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윗부분 색상으로 구별되는 파랑, 노랑, 초록, 분홍  

           그리고 검정(대사용 세트)의 5가지 색상 장소 카드 세트가 있습니다. 

신분 카드: 4장의 카드로 구성된 세트 5개 

(20장)     피들 버텀 경, 버블 대령, 정보원 X 그리고 마담 차차  

           이렇게 4장의 카드가 1세트입니다.   

           파랑, 노랑, 초록, 분홍의 4가지 세트는  

           각 플레이어의 비밀 정보 교환을 위한 것입니다. 

           검정색의 신분 카드 세트는  

           모든 플레이어가 1장씩 나눠 가지며,  

           이것이 각 플레이어의 진짜 신분 정보를 나타냅니다. 

암호 카드: 4장의 카드로 구성된 세트 5개 

(20장 )    1 세트의 카드 4장에는 전화번호의 일부분인  

           52 - 11 - 0 -29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랑, 노랑, 초록, 분홍의 4가지 세트는  

           각 플레이어의 비밀 정보 교환을 위한 것입니다. 

           검정색의 암호 카드 세트는 모든 플레이어가 1장씩 나눠 가지며 

           이것이 각 플레이어의 진짜 전화 번호 정보를 나타냅니다. 

전화카드:  공중전화 박스를 나타냅니다. 

(1장)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일 

 

추리 노트를 여러 장 복사해서 점선을 따라 잘라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추리 노트가 각 플레이어마다 1개씩 필요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설명서 4개나 추리 노트 원본 가운데 1개를 받아서 "TOP SECRET" 라고 

표시된 부분이 위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추리 노트를 감추기 위한 덮개로 사용합니다. 게임 

중에는 이 "TOP SECRET"로 표시된 아랫부분에 추리 노트를 숨겨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내

용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플레이어의 수 

 

정식 게임은 4인 플레이 게임입니다. 3명 또는 5명의 플레이어를 위한 변형 게임은 정식 게

임에 이어 설명합니다. 

 

 

 

 

4인 플레이 게임 

 

시나리오 

 

축제가 열리는 베니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밀 정보원 4사람이 이 축제에 열광하는 인파들 

사이에 교묘히 섞여서 그들의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들 버텀 경, 버블 대령, 

정보원 X, 그리고 마담 차차 여러분은 이들 중 1명이 되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비에 쌓인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감추고 있는 전화번호의 암호를 찾아내는 

긴급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피들 버텀 경과 버블 대령은 파트너입니다. 또한 정보원 X는 마담 차차와 파트너입니다. 이 

두 팀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절한 신사인 대사가 게임에 등

장합니다. 정보원이 되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는 그는 여러분이 필요한 정

보를 알고 있는 정보통입니다. 

 

 

 

 

 

 

 



목적 

 

게임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의 파트너인지

는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변장으로 인해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됩

니다. 또한 여러분은 게임이 시작될 때 자신만 알고 있는 전화번호 암호의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이 가진 암호는 알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장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파트너를 찾아내고, 각자에게 4등분으로 

나누어진 전화번호 암호를 알아내어 조합된 전화번호를 밝혀내야 합니다. 

 

 

 

 

준비 

 

1. 전화 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2.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색을 정한 뒤에 다음의 것들을 받습니다. 

 A. 추리 노트를 감추기 위한 덮개를 가집니다. (설명서와 추리 노트 원본)  

 B. 추리 노트의 복사본을 받아서 다른 플레이어의 이름과 색상을 기록합니다. 

    (예. 희진-분홍색, 정훈-초록색, 지영-파랑색), 추리 노트를 감추기 위한 덮개의  

    “TOP SECRET"표시된 부분이 위로 보이도록 하고,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다른 플레이어가 볼 수 없도록 추리 노트를 그 밑에 감춥니다.)  

 C. 자신이 정한 색상의 카드 13장을 받습니다. 

    - 정보원 4명의 모습이 그려진 신분 카드 4장 

    - 암호화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암호 카드 4장 

    - 베니스의 5장소가 그려져 있는 장소 카드 5장 

      장소 카드는 신분 카드나 암호 카드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둡니다. 

3. 검정색 카드 13장이 남아 있습니다. 

4장의 신분 카드와 4장의 암호 카드는 검정색 배경과 카드 윗부분의 톱니 모양으로 구분되    

며, 5장의 장소 카드는 카드 윗부분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5장의 검정색 장소 카드를 섞어서 뒷면이 보이도록 테이블 한쪽에 둡니다.: 이를 대사의     

카드 더미라 부릅니다. 

4장의 검정색 신분 카드를 섞어서 뒷면이 보이는 상태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1장씩 나눠 줍

니다. 암호 카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받은 검정색 카드는 여러분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암호    

숫자가 몇 번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을 추리 노트에 기재합니다. 

(예. “버블 대령 카드“와 ”11 카드“를 받으셨다면 추리 노트의 왼쪽 상단 칸의 B칸에 11     

이라고 기재합니다. F는 피들 버텀 경, B는 버블 대령, Z는 마담 차차, X는 정보원 X를      

나타냅니다.)  

 

 

 



게임 

 

1. 이동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자신이 이동할 장소를 정해 그 장소의 카드를 자신의 앞에 앞면이 보이

도록 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계속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1장씩 내고 

나면 대사의 카드 더미에서 맨 위의 카드를 1장 펼쳐서 역시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2. 정보 교환 

여러분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정보원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 교

환은 정확히 2명의 정보원이 서로 같은 장소로 이동하거나, 1명의 정보원이 혼자 대사의 이

동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장소의 카드가 2장이 플레이 되

었을 때 - 1장이거나 3장 이상일 경우는 안됩니다. - 정보 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A: 2명의 플레이어가 한 장소에서 만났다면 2명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신분 카드와 암호 카      

드 중 2장을 골라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2장의 카드 중 1장은 자신의 진짜 신분      

카드 또는 진짜 암호 카드(자신이 가진 검정색 카드와 같은 신분이나 암호 카드)여야 합      

니다. (2장 중 1장만입니다.) 상대에게 2장의 카드를 받으면 추리 노트에 그 내용을 기      

재한 뒤, 카드를 돌려줍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플레이어와 여러 번 정보교      

환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플레이어에게 전에 보여주었던 카드 2장과 같은 조합의      

카드 2장을 다시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B: 한 플레이어가 혼자 대사를 만났다면, 대사를 만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 중 1명을      

골라 검정색 카드 1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받은 플레이어는 자신의      

검정색 카드 1장을 대사와 만난 플레이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로써 확실한 정      

보 1개를 얻게 됩니다. 

 

3. 추리 노트의 기록 

정보원들이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은 이후에는 확인한 상대방 카드의 정보를 추리 노트에  

기록합니다. 1회의 정보 교환이 끝나면 다음 정보 교환의 내용은 그 다음 줄에 기록합니다. 

정보 교환을 할 때는 정보 교환할 때 자신이 보여주었던 카드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 같은 

카드를 2번 보여주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가 보여준 카드는 0표, 상대에게 보여준 카드는 

ㆍ으로 표시한다거나 하셔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중요: 누가 자신의 파트너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될 경우엔, 다음 그 플레이어와의 정보        

교환 때 자신의 카드 대신 2장 대신 검정색 카드를 1장 섞어서 보여줌으로써 같은         

편임을 알리셔도 좋습니다. 

 

4. 새로운 라운드 

5장의 장소 카드가 모두 펼쳐지고 정보 교환 단계가 모두 끝나면, 1라운드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전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의 왼쪽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며, 

이전 라운드에 사용된 장소 카드는 앞면이 보이는 상태 그대로 앞에 놓아둔 상태에서 새 라

운드를 진행합니다.  

5라운드를 마치고 장소 카드가 모두 사용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장소 카드를 모두  

손으로 가져옵니다. 대사의 카드 더미도 다시 섞어서 사용합니다. 



게임 종료 

 

전화번호 암호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었다 해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끝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파트너와 마지막 정보 교환을 위한 접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접선이 

성공되면 정보 교환 대신에 테이블 가운데의 전화 카드를 손에 들고 조합된 전화번호에 전

화를 걸어야 합니다. (예, “5211929에 걸겠어. 52는 정훈이고 피들 버텀 경, 11은 나고 버블 

대령, 0은 지영이고 마담 차차, 29는 상연이고 정보원 X !!") 

이 번호가 맞으면 그 팀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이 번호가 틀린다면 상대팀이 승리합니다. 

 

 

 

매치 플레이 

 

게임에서 승리한 팀의 2명은 각각 1점씩의 점수를 얻습니다. (누가 최종 전화번호를 말했건 

상관 없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여러 번의 게임을 반복합니다. 매 게임마다 검정색 카

드가 섞이기 때문에 팀 구성과 암호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게임을 반복하는 가운데 

먼저 3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매치 플레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 시작 부분의 예 

플레이어는 희진, 정훈, 지영, 상연이며 주인공은 희진입니다. 

희진은 버블 대령이며 희진의 암호는 11이라 가정합니다. 

희진부터 첫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희진은 RIALTO 카드를 냈습니다. 정훈도 RIALTO 카드

를 냈습니다. 지영은 SAN MARCO 카드를 냈습니다. 상연도 SAN MARCO 카드를 냈습니다. 

대사의 카드 더미를 열어보니 SAN MARCO 카드가 나왔습니다.  

SAN MARCO에 3명이 모였기 때문에 SAN MARCO에서는 정보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진과 정훈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희진은 정훈에게 버블 대령 카드(참)와 0카드(거짓)를 줍

니다. 정훈은 희진에게 피들 버텀 경 카드와 11카드를 주었습니다. 희진은 이 사실에 흡족

했습니다. 왜냐면 암호 11은 희진의 암호이기 때문에 정훈의 정체는 피들 버텀 경이며 파트

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라운드가 지났습니다. 희진은 그 뒤로 정훈과 접선하지 못해 같은 팀임을 알리진 못했지

만 상연이 정보원 X이며, 또한 지영의 암호가 0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상연이 정보원 

X이기 때문에 지영의 정체는 마담 차차라는 것이 추론되어 마담 차차의 정체와 암호를 알

아냈습니다.(추리 노트의 왼쪽 상단 Z아래칸에 0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희진은 정훈과 상연 중 한 사람의 암호만 알게 된다면 나머지 정보도 자동으로 얻을 

F B Z X 

? 11 0 ? 

(정훈) (희진) (지영) (상연) 



수 있게 됩니다. 

변형 규칙  

플레이 인원수가 4인이 아닐 때는 다음 변형 규칙으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3인 플레이 게임 

 

3인 플레이 게임은 다음을 제외하고 4인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팀 플레이가 아니고 개인전입니다. 

 

2. 제 4의 가상 정보원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가상의 플레이어는 테이블의 한쪽에 자신의     

카드들을 놓고 게임에 참가하며 자신의 턴 순서에 장소 카드를 플레이 합니다. 

   (대사는 언제나 마지막에 장소 카드를 플레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준비 

제 4의 정보원은 신분 카드와 암호 카드 없이 장소 카드만 섞어서 제 4 정보원의 자리    

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 4의 정보원을 위한 검정색 카드 2장을 뒷면이 보이는 상태         

로 장소 카드 양 옆에 1장씩 둡니다. 

 

4. 만약 제 4의 정보원과 접선하게 된다면 제 4의 정보원이 가진 검정 카드 중 1장을 보고  

돌려 놓습니다. 제 4의 정보원이 대사는 혼자 만나는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습니다. 

 

5. 자신의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최종 전화 암호를 말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정보원 중 1명  

과 접선하거나 대사와 접선했을 때 정보 교환 대신 전화 카드를 들고 번호를 말하면 됩니     

다. 맞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1점을 얻고 틀릴 경우는 나머지 2명의 플레이어가 1점을     

얻습니다. 여러 번 게임을 해서 최초로 3점을 내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5인 플레이 게임 

 

역시 전반적인 진행은 4인 게임과 비슷합니다. 

 

1. 팀 플레이가 아닌 개인전입니다. 

 

2. 제 5의 플레이어는 대사 역할을 합니다. 

   대사 역시 정보원들에게 정보를 얻으며 전화번호의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3. 준비 

대사는 4명 모두의 정보를 기록하며 게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리 노트를 2장 가     

지고 시작합니다. 

 

4. 라운드 

매 라운드가 시작될 때 대사는 자신의 장소 카드 중 한 장을 뒷면이 보이게 해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앞면이 보이게 시계 방향 순서대     

로 카드를 냅니다. 모두가 카드를 낸 뒤 대사가 냈던 카드를 앞면이 보이게 펼칩니다. 

- 만약 대사가 정보원 1명을 혼자 만나게 된다면 그 정보원은 다른 정보원에게 검정색       

카드 1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대사에게 자신의 검정색 카드 1장     

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만약 대사가 정보원 2명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경우 정보원들끼리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2명의 정보원은 대사에게 암호 카드나 인물 카드를 2장 보여주어야 하      

며 2장 중 1장은 반드시 자신의 검정색 카드와 일치하는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종료 

전화번호 암호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다른 정보원을 혼자 만나거나 대사를 혼자 만나     

게 되면 정보 교환 대신에 전화 카드를 들고 전호 번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사를 플레이    

하는 플레이어는 다른 정보원 1명 또는 2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보 교환 대신에 전화     

카드를 들고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맞는다면 1점을 얻게 되지만, 틀렸을      

경우, 다른 4명의 플레이어가 1점씩을 얻게 됩니다. 여러 번의 게임을 해서 최초로 3점을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