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방
협력과 1인 모드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활성화 됐을 때, 
파괴된다. 이제 

캐릭터는 복합체를 
떠날 수 있다.

로봇 방
공개 됐을 때, 이 방에 로봇 하나를 배치한다.
당신이 로봇 방에 들어간다면, 다음의 액션을 

수행한다:
Ÿ 그 복합체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에 로봇 

하나를 배치한다.
Ÿ 누군가가 이동 혹은 밀기로 로봇에게 명령한다.

부활 방
모든 제거된 캐릭터는 
중앙 방으로 플레이를 
위해 되돌아가고, 일반 
적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경우, 이 방은 파괴된다.

회랑 방
들어간 마지막 

플레이어에게 항상 
bridge를 지시한다.

이 방은 2개 출구만이 
있다. 당신은 엿보기, 
이동, 밀기 혹은 그 

방향으로 당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한다.

전파 방해 방
한 캐릭터가 이 방에 
있는 동안, 역할에 

관계없이 
플레이어간에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할 수 없다.

M.A.C. 방
M.A.C.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 즉시 그 
효과를 적용한다. 
카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관계없이 캐릭터에게 

효과를 적용한다.

거울 방
당신이 들어갈 때, 

즉시 당신의 
아드레날린 토큰과 

남아있는 프로그램된 
액션을 잃는다.

 파괴된 방:
빈 방으로 그 방을 
교체한다. 파괴는 그 
방의 캐릭터나 로봇
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근할 수 없는 방:
그곳에 “Do Not 
Cross” 토큰을 놓는다. 
캐릭터가 이 방에 
들어갈 수 없다.

편집증 방
더미로 당신의 액션 

토큰들을 섞는다. 액션을 
프로그램하는 대신에, 

더미에서 가져와 액션을 
플레이한다. 아드레날린은 
여전히 일반적인 기능을 
한다. 만약 당신이 이 
방에서 나가거나 혹은 

당신의 가져오는 더미가 
고갈됐다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타이머 방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하고, 한 턴 

카운트다운이 감소한다. 
마지막 라운드 동안 
타이머 방은 이곳에 
들어온 그 캐릭터를 
제거한다. 그리고 두 

경우 이 방은 파괴된다.

파쇄기 방
한 캐릭터가 이 방을 

나가거나 혹은 
로봇이 들어오자마자 

이방은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안에 

여전히 있는 어떤 
캐릭터는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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