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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후보자에게: 안녕하세요! 당신은 엄청난 게임의 새로운 시즌에 
참여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부에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함정을 

좌절 시키고 새로운 감방 동료를 만나고 원격 제어 로봇을 사용하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며 게임에 아드레날린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러야하지만 조심해야합니다. '실제 TV 프로그램'이 곧 시작되어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당신의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나노 수술의 경이로움 덕분에 첫 번째 시즌의 영웅은 
모두 살아남았고 제작 팀은 유기화합물을 사용한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이제 게임 당 한 번 추가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의 효과에 감사합니다.

Cybercoach를 사용하여 특수 능력을 개발했다:

Alice는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열 위장막을 가지고 
있다. Jennifer는 리더십과 예지력을 얻었으며 설득을 배웠다. 거대한 
Max는 자신의 힘을 10 배로 늘렸으므로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나쁜 
사람을 데려 올 수 있다. Kevin(또는 그는 "K"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은 원격 제어를 해킹하여 근처의 특정 방에서 로봇이나 
행동을 제어 할 수 있다. 잘 생긴 Franck는 이제 더 빨리 회복한다. 
과학자인 Emmett는 이 복합체의 비밀을 풀었고, 일부 방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두 명이 개별로 새 시즌을 위해 팀에 합류했다. 
모험가인 Sarah는 전자 파괴의 전문가이며 Bruce는 최근 망명 또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몇 개의 나사가 풀린 것처럼 보인다.

팀이나 무한 경쟁으로 게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플레이를 위해 5개의 다른 모드로 1-8인 플레이어에 
대한 생존 게임:

의혹(세미-협력)/팀/경쟁/협력/1인

Room 25는 공상 과학 소설과 공포 영화 (Cube, Tron, 
Running Man, Saw)와 많은 리얼리티 쇼에서 영감을 얻은 
Francois Rouze의 독창적인 게임이다.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은 Daniel Balage와 Camille Durand-Kriegel의 
작품이다.

본판 게임은 시즌2 확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제 8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

>> 게임 내용물
Ÿ 방 타일 15개
Ÿ 로봇 피규어 2개
Ÿ Flooded Chamber과 

Shredder Room을 위한 “Do 
Not Cross” 마커 4개

Ÿ 캐릭터 특수 능력에 대한 
“Lock” 토큰 2개.

Ÿ Control 토큰 2개
Ÿ Alice와 Bruce 이들의 베이스를 

위한 “은신” 토큰 2개.
Ÿ 죄수 역할 타일 2개

각 캐릭터에 대해 (새로운 
2개 + 본판에서 온 6개)
Ÿ 피규어 1개
Ÿ 액션 토큰 4개
Ÿ “특수 능력” 토큰 1개
Ÿ Adrenaline 토큰 1개
Ÿ 상기 토큰 1개
Ÿ 턴 마커 1개
Ÿ 캐릭터 시트 2장
Ÿ 시즌 2 시트 1장

새로운 아이템
▶   이 게임에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있다:

l Adrenaline 토큰(1 페이지 확인)
l Robots(1 페이지 확인)
l M.A.C. 카드/복합체 스스로 이동(1페이지와 7페이지 확인)
l 새로운 협력과 1인 모드(2 페이지 확인)
l 캐릭터들에 대한 특수 능령(3 페이지 확인)
l 새로운 유형의 방 10개(5 페이지 확인)

위에 목록 된 아이템에 추가로 게임에는 “Do 
Not Cross” 마커가 4개 포함되어 있다. 
Flooded Chamber(침수 방) 혹은 Shredder 
Room(파쇄기 방)이 접근할 수 없게 됐을 때, 
이 마커를 놓는다. 게임 동안 남아있게 된다. 
Emmett의 특수 능력만이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 페이지 확인).

ADRENALINE(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토큰은 게임 당 한 번 3번째 
액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프로그램 
페이즈에서 플레이어는 아드레날린 토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사용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캐릭터 시트에 
있는 해당 위치 옆에 이 토큰을 놓는다. 액션 

스텝 이후, 만약 최소 한 플레이어가 아드레날린 액션을 계획한다면, 
한 라운드 더 플레이된다. 순서대로, 아드레날린 액션을 계획한 각 
플레이어는 즉시 4개의 기본 액션(엿보기, 이동, 밀기 혹은 조작) 
중에 하나를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이 턴에 수행한 액션이나 
페널티로 인해 잃은 액션을 반복 할 수도 있다.
아드레날린으로 플레이어들은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토큰을 게임에서 제거한다. Franck의 특수 
능력은 버려진 아드레날린 토큰을 회복할 수 있다.

상세설명:
l 프로그램 되면, 더 이상 아드레날린 토큰을 다시 호출할 수 없다.
l 만약 캐릭터가 차가운 방에 있다면, 그는 아드레날린을 프로그램 

할 수 없다.
l 아드레날린 토큰은 그 턴에서 한 액션만을 가지더라도 액션 

페이즈 후에 항상 활성화 된다.

M.A.C. 카드(복합체 스스로 이동)
M.A.C. 카드는 캐릭터 혹은 복합체 효과가 있는 
이벤트를 즉시 발생시킨다.

이 카드는 협력과 1인 모드에서 더 많이 힘들게 
만든다(2 페이지 확인). 이것들은 당신의 복합체에서 
하나 이상의 MAC 방을 사용 한다면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7 페이지 참조).

M.A.C. 카드는 두 가지 어려운 레벨을 가진다:
l Barrier(장막) 카드가 가장 많다. 이것들은 복합체 이동 카드와 

처벌 카드를 포함한다.
l Madness(광기) 카드는 더 다양하고 1인과 협력 플레이의 “광기 

레벨”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만약 가능한 결과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모드에 광기 카드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M.A.C. 카드는 7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Note: 플레이어들은 게임에서 아무 때나 버려진 M.A.C. 카드를 볼 
수 있다.

ROBOTS
로봇은 로봇 방이 활성화 됐을 때, 나타난다(5 페이지 
확인). 복합체는 동시에 2개의 로봇까지 있을 수 있다(로봇 
방 당 한 개). 파괴된 로봇은 게임에서 제거되지 않지만, 
공급처로 돌아간다.

로봇은 복합체 탐험에 사용될 수 있지만, 역시 캐릭터 밀기를 할 수 
있다(고의적 혹은 마지못해서). 이들은 두 가지 일만을 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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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로봇 방 활성화 혹은 Kevin의 특수 능력으로 요청해야 한다. 
일부 M.A.C. 카드는 역시 로봇을 행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1인 혹은 협력 모드에서 파티를 도울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드에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용자 메뉴얼
로봇은 이동과 밀기만을 할 수 있다. 한 캐릭터가 로봇 방에 
들어가거나 혹은 Kevin이 특수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파란색 방(Room 25, 중앙 방 혹은 Key 방)에 있는 로봇은 밀기를 할 
수 없다.

>> 이동 명령:
플레이어는 로봇이 있는 현재 방에서 인접한 방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그 방이 비공개라면, 즉시 그것을 공개한다.
매우 중요한 것:
l 로봇은 절대 방의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로봇, 부활, 타이머와 Key 

방을 포함). 회랑 방(Pivoting Room)은 두 방향 중 하나로 
이동시키기 위해 액션을 강제한다.

l 빨간색 방에 들어가는 로봇은 즉시 파괴된다.
l 로봇이 잠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칸에는 

들어갈 수 없다(Do not Cross 토큰을 포함).
상세설명:
만약 로봇이 파쇄기 방 혹은 산성 욕조에 들어간다면, 로봇을 포함한 
모든 점유자는 제거된다.
파쇄기 방 혹은 침수 방을 공개한 로봇은 역시 즉시 접근할 수 없는 
방으로 만든다. 로봇들은 잠긴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방은 들어갈 수 없다.

>> 밀기 명령:
로봇은 인접한 방으로 캐릭터를 밀수 있다.
중요한 점! 이 명령은 만약 로봇이 파란색 방에 있다면 불가능 한다.
일반적인 상세설명:
로봇은 다른 로봇이 밀거나 운반할 수 없다.
만약 로봇이 감옥 방에 인접해 있다면, 그곳에 갇혀 있는 캐릭터는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로봇은 엿보기 혹은 방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의혹/경쟁/팀 모드
▶ 의혹 모드: 당신은 이제 8인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7인 플레이어: 9 라운드 플레이. 죄수 타일 1개 추가.
8인 플레이어: 8 라운드 플레이. 죄수 타일 2개 추가.
단 한 명의 요원이 있다면, 도전 방의 수가 증가한다(아래 차트 참조). 
5인 플레이어 파티에 대해서 당신은 만약 1 혹은 2명의 요원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따라서 복합체를 수정하기를 원한다면, 준비 동안 
선택을 해야만 한다.
▶ 경쟁 모드: 이제 당신은 각 2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4인 플레이어까지 

이 모드를 플레이 할 수 있다.
▶ 팀 모드: 이제 당신은 8인 플레이어(4인 플레이어로 두 팀)와 함께 

이 모드를 플레이 할 수 있다.
▶ 당신의 취향에 맞는 복합체 만들기. 게임 밸런스 유지를 위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게임 모드를 몇몇 제안한다.

방 요원 1명과 
의혹 모드 (4~5인)

요원 2명과 
의혹 모드 (5~8인)

경쟁 혹은 
팀 모드

파랑색 중앙 방 + Room 25

녹색 5개 선택
부활 방 1개

+ 로봇 방 1개
+ 5개 선택

부활 방 1개
+ 5개 선택

노란색 전파 방해 방 1개
+ 7개 선택

전파 방해 방 1개
+ 7개 선택

감옥 방 2개
+ 5개 선택

빨간색
죽음의 방 2개

+ 타이머 방 1개
+ 7개 선택

죽음의 방 1개
+ 파쇄기 방 2개

+ 5개 선택
죽음의 방 2개

+ 8개 선택

주의: 게임을 준비할 때, 로봇 방은 비전 방과 같이 탈출 영역 방과 
함께 섞어야한다.

요원 1명과 의혹 모드 복합체의 예
l 녹색 방 5개: 로봇 방 1개, 터널 방 2개, 비전 방 1개, 부활 방 1개.
l 노란색 방 8개: 전파 방해 방 1개, M.A.C. 방 2개, 회랑 방 2개, 

거울 방 1개, 감옥 방 1개, 소용돌이 방 1개.

l 빨간색 방 10개: 죽음의 방 2개, 타이머 방 1개, 파쇄기 방 2개, 
편집증 방 1개, 환상의 방 1개, 산성 욕조 1개, 함정 방 1개, 침수 
방 1개

요원 2명과 의혹 모드 복합체의 예
l 녹색 방 7개: 로봇 방 2개, 터널 방 3개, 비전 방 1개, 부활 방 1개.
l 노란색 방 8개: 전파 방해 방 1개, M.A.C. 방 1개, 거울 방 1개, 

선회방 1개, 감옥 방 1개, 소용돌이 방 1개, 어두운 방 1개, 차가운 
방 1개.

l 빨간색 방 8개: 죽음의 방 1개, 파쇄기 방 2개, 편집증 방 1개, 
환상의 방 1개, 산성욕조 1개, 함정 방 1개, 침수 방 1개.

협력과 1인 모드
이 두 가지 모드의 어려움이 크게 향상 되었다. 여기에는 게임의 기본 
규칙이 바뀐다.

>> 승리 조건:
모든 캐릭터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탈출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캐릭터가 제거된다면, 게임은 실패한다.
당신이 만약 Key 방이 이전에 캐릭터에 의해 활성화되기 못했다면, 
Room 25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6 페이지 Key room 확인).

>> 준비:
턴의 수는 플레이어의 수에 따라 다르다:
l 4개 캐릭터 (1인 플레이어, 2, 혹은 4인 플레이어) = 8 라운드
l 5개 캐릭터 (5인 플레이어) = 7 라운드
l 6개 캐릭터 (3 혹은 6인 플레이어) = 6 라운드

>> 게임플레이:
만약 당신이 도전과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마음에 들면 광기 레벨을 
권장한다. 만약 당신이 통제력 있고 덜 어려운 게임을 선호한다면, 일반 
레벨을 선택하라.

일반 레벨:
l M.A.C. 광기 카드를 제거한다.
l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 각 프로그램 페이즈 

전에, M.A.C. 카드 2장(혹은 그 카드가 더 가져올 수 있다면, 더 
가진다)을 가져오고, 그것들의 효과를 적용한다.

광기 레벨:
l 협력 모드에서: 상기 토큰 없이 플레이 한다(1인 모드에서는 상기 

토큰을 계속 사용)
l 아드레날린 토큰없이 플레이 한다.
l M.A.C. 안에 광기 카드를 섞는다.
l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 프로그램 페이즈 후에, 첫 

플레이어의 첫 번째 액션 전에 M.A.C 카드를 가져오고, 그것을 즉시 
적용한다. 첫 플레이어의 두 번째 액션 전에 다른 카드를 가져오고, 
그것도 역시 적용한다.

>> 복합체 구성:
2개의 소용돌이 방 중에 하나를 제거한다. 1인 모드에서 역시 전파 방해 
방과 거울 방을 제거한다.

방 일반 레벨 광기 레벨
파랑색 중앙 방 + Room 25

녹색
터널 방 2개

+ 로봇 방 1개
+ 빈 방 1개

터널 방 2개
+ 로봇 방 1개

노란색
회랑 방 2개

+ 5개 선택 혹은 
무작위로 가져오기

회랑 방 2개
+ 5개 선택 혹은 

무작위로 가져오기

빨간색
죽음의 방 2개

+ 타이머 방 1개
+ 8개 선택 혹은 

무작위로 가져오기

죽음의 방 1개
+ 타이머 방 1개 + 

편집증 방 1개
+ 8개 선택 혹은 

무작위로 가져오기
일반 레벨 협력 모드 복합체의 예
l 녹색 방 4개: 터널 2개, 로봇 방 1개, 빈방 1개
l 노란색 방 7개: 회랑 방 2개, 소용돌이 방 1개, 거울 방 1개, 어두운 

방 2개, 전파 방해 1개
l 빨간색 방 11개: 산성욕조 2개, 침수 방 2개, 함정 방 2개, 죽음의 방 

2개, 타이머 방 1개, 파쇄기 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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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능력
모든 캐릭터는 이제 특수 능력을 가진다.
이 특수 능력은 그들의 4가지 액션(엿보기, 이동, 밀기, 조작)에 추가로 
각 캐릭터를 위한 특수 토큰으로 표현한다. 그들이 프로그래밍 페이즈 
동안, 각 플레이어는 이제 사용가능한 5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중요한 점: 특수 능력은 중앙 방 혹은 아드레날린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Jennifer: CALL (제니퍼: 호출)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방 
안으로 즉시 당신의 선택으로 
인접한 한 캐릭터를 이동한다.

설명:
l 제니퍼는 침수 방에 있는 누군가를 호출할 수 없다.
l 제니퍼는 잠긴 방에 있는 누군가를 호출할 수 없다. 

(에머트의 특수 능력 참조)
l 만약 제니퍼가 산성 욕조 안으로 누군가를 호출한다면, 

그녀는 제거된다.
l 로봇 혹은 은신 캐릭터(엘리스 혹은 브루스)를 호출할 수는 

없다.

Max: CARRY(맥스: 운반)
맥스의 방에 현재 있는 다른 
캐릭터를 맥스와 함께 
이동한다.

맥스와 운반되는 캐릭터는 동일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 
방에 의해 둘 다 영향을 받는다. 
만약 그 방이 선택을 요구한다면, 
맥스가 그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방인 비전 방으로 도착했다면 엿볼 수 있고, 
이동하는 방은 한 번만 이동할 수 있고, 조작 방은 한 줄만 
이동할 수 있고, 두 캐릭터가 같은 터널 방으로 이동하고, 두 
캐릭터는 죽음의 방으로 가게 되면 제거된다. 산성 욕조에 도작 
했을 때, 맥스는 어떤 캐릭터를 제거할지 결정한다.
설명:
l 이 특수 능력과 함께, 두 캐릭터는 함께 파쇄기 방을 떠나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l 운반 액션은 만약 액션을 공개했을 때, 그 방에 아무도 

없다면, 잃는다.
l 로봇을 운반할 수 없다.

FRANCK: RECOVER (프랭크: 회복)
만약 당신의 아드레날린 
토큰을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면, 아드레날린 토큰을 
회복한다. 당신은 다음 턴에 
이것을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설명: 이 능력은 만약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아드레날린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Emmett: 2 ABILITIES (에머트: 2가지 능력)
게임의 시작에 에머트는 2개의 
잠금 토큰을 받는다.

에머트는 두 가지 특수 능력을 
가진다(같은 토큰과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액션을 
공개할 때 그는 선택을 가진다. 
만약 해결할 시간이 됐을 때, 
그의 능력 중 어느 것도 
플레이할 수 없을 때, 그는 
다른 능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REACTIVATE(재활성화)
만약 그곳이 점령되지 않았다면, 인접한 방에 있는 “Do Not 
Cross” 토큰을 제거한다.

LOCK ON(잠금)
파란색 방이 아닌 공개된 인접한 곳에 Lock 토큰을 놓는다. 
lock 토큰이 그 장소에 있는 동안, 그 방은 로봇이나 에머트 
자신 이외의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잠긴 방에 있는 
캐릭터는 누군가에 의해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자발적 혹은 
강제로) 떠날 수 있다.

설명:
l 만약 두 개의 Lock 토큰이 이미 방들에 설치 됐고, 그 lock 

액션이 다시 수행된다면, 에머트는 lock 토큰이 있는 방에서 
그 캐릭터가 잠겨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토큰을 이동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l 당신은 같은 방에 두 개의 lock을 넣을 수는 없다.
l 만약 에머트가 제거된다면, 모든 Lock 토큰은 복합체에서 

제거된다(M.A.C. Lock 카드로 인한 것조차도)

>> LOCK(고정)에 면역:
에머트는 “Lock” 토큰이 있는 닫힌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역시 다른 캐릭터에 의해 호출되거나 밀릴 수 있다. 그는 접근할 
수 없는 방(“Do Not Cross” 토큰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Alice: BE HIDDEN (앨리스: 은신)
게임의 시작에 엘리스는 
그녀의 “은신” 토큰(플라스틱 
베이스와 함께)을 받는다.
엘리스는 발생 시기에 상관없이 
다음 액션 때까지 사라진다. 
이때 동안에 “은신” 토큰과 
함께 그녀의 피규어를 교체한다. 
은신 캐릭터는 호출되거나 혹은 
운반, 밀릴 수 없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점유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산성 욕조, 파쇄기 방, 침수 방 등등...)
그 캐릭터는 그녀가 액션을 가지자마자 보이게 된다. 그녀의 
일반 피규어와 “은신” 토큰을 교체한다.

설명:
l 엘리스는 만약 은신이 그녀의 유일한 행동이라면, 전체 턴에 

대해 은신으로 남는다.
l 처벌, 공황 및 되돌리기 M.A.C. 카드는 그녀가 M.A.C. 방에 

들어가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로봇(안드로이드)에 면역:
엘리스는 비밀 안드로이드이다. 그녀가 은신하지 않아도, 그녀는 
로봇에 의해 밀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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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2 ABILITIES (사라: 2가지 능력)
게임의 시작에 사라는 2개의 
빈방을 받는다.
사라는 2가지 특수 능력을 
가진다(같은 토큰으로 프로그램 
되는). 그녀는 액션을 공개할 
때 선택을 가진다. 만약 그 
능력이 해결할 시간이 됐을 때 
어느 것도 플레이할 수 없다면, 
그녀는 다른 것을 적용해야만 
한다.

SABOTAGE A ROOM(방 파괴)
그녀의 빈 방들 중 하나로 그녀가 점유하고 있는 파란색이 아닌 
방을 교체한다. 그 교체된 방은 제거된다.
사라는 게임 당 2개의 방까지 파괴할 수 있다.

설명:
l 만약 사라가 파란색 방에 있다면, 파괴는 할 수 없다.
l 사라는 이전 액션으로 들어간 함정 방을 파괴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이렇게 한다면, 그녀는 죽지 않는다.
l 로봇 방을 파괴하는 것은 로봇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전에서 

한 개가 파괴됐다면, 새로운 로봇이 플레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l 만약 사라가 빈 방을 파괴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빈 
방 하나를 잃는다.

SABOTAGE A ROBOT(로봇 파괴)
사라는 그녀가 현재 있는 방에 있는 로봇을 파괴한다. 만약 
그녀의 방 안에 로봇이 없다면, 그녀는 대신에 방을 파괴해야만 
한다(위를 참조).

Kevin “K”: 2 ABILITIES (케빈: 2가지 능력)
케빈은 2가지 능력을 가진다 
(같은 토큰으로 프로그램 되는).
그는 액션을 프로그램 할 때 
선택을 가진다. 만약 그 능력이 
해결할 시간이 됐을 때 어느 
것도 플레이할 수 없다면, 
그는는 다른 것을 적용해야만 
한다.

HACK THE COMPLEX(복합체 해킹)
케빈이 차지하고 있는 방에 인접한 파란색이 아닌 2개의 방을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교체한다.

HACK A ROBOT(로봇을 해킹)
즉시 로봇이 복합체 어디에 있던지 이동 혹은 밀기 명령을 준다. 
만약 플레이되는 로봇이 없다면, 이 능령은 쓸모없어 진다.

Bruce: MIMIC (브루스: 모방)
게임의 시작에 브루스는 빈방 
한 개와 “은신” 토큰(플라스틱 
베이스와 함께) 받는다.
브루스는 대각선으로 인접해 
있거나 혹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캐릭터의 특수 능력의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종종 여러 선택을 
가질 수 있다. 

만약 한 선택이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l 제니퍼: 브루스는 호출 능력의 효과를 모방한다. 만약 이 
효과가 제니퍼에게 사용한다면, 그녀는 이동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녀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액션은 여전히 
사용된다.

l 프랭크: 브루스가 만약 프랭크와 같은 방에 있을 때만 
프랭크의 회복 능력을 모방할 수 있다.

l 맥스: 브루스는 맥스의 운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맥스는 운반되지 않는다.

l 케빈: 브루스는 케빈의 로봇 해킹 능력만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복합체를 해킹할 수는 없다.

l 에머트: 브루스는 에머트의 재활성화 능력만을 모방할 수 
있다. 그는 Lock을 배치할 수는 없다.

l 엘리스: 브루스는 앨리스의 은신 능력을 흉내 낼 수 있다. 
그는 그를 밀수 있는 앨리스에게 눈에 띄지 않는다.

l 사라: 브루스는 사라의 방 파괴 능력만을 한 번 흉내 낼 수 
있다(그는 게임의 시작에 받은 빈 방을 사용하여). 그는 
로봇을 파괴할 수는 없다.

설명:
l 모방은 만약 이 액션을 해결할 때에 근처에 캐릭터가 없다면 

아무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여러 캐릭터가 가까이 
있다면, 브루스는 모방하기 위한 특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

l 브루스는 “안드로이드” 혹은 “고정”과 같은 다른 캐릭터의 
면역을 갖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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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

 (로봇 방)

“당신의 최고의 새로운 친구는 팔을 벌려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매번 한 캐릭터가 이 방에 들어간다면, 다음의 2가지 액션을 수행한다:
l 만약 복합체에 로봇이 없다면, 이 방에 로봇을 놓는다.
l 복합체에 있는 어떤 로봇에게 명령을 준다(이 방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이 명령은 이동 혹은 밀기 중에 하나여야만 한다(1 
페이지 확인).

중요한 점: 로봇은 절대 방의 효과를 적용하거나 혹은 발생시키지 
않는다(로봇, 부활, 타이머 그리고 Key 방을 포함). 유일한 예외: 회랑 
방, 파쇄기 방과 침수 방.
로봇이 빨간색 방에 들어간다면, 즉시 파괴된다.

 (거울 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

당신의 아드레날린 토큰을 잃는다. 만약 당신이 이 턴에 프로그램한 
다른 액션이 있다면, 그것들은 취소된다. 당신의 턴은 끝난다. 당신은 
다음 프로그램 페이즈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설명:
l 만약 당신의 아드레날린 토큰이 이미 버려졌고, 당신이 이 턴에 

프로그램 한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방은 당신에게 
아무 효과를 주지 않는다.

l 프랭크에 대해 아드레날린 토큰은 여전히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회복할 수 있다.

l 거울 방에 있는 편집증에 관한 노트: 편집증 방의 효과에 적용받는 
한 캐릭터는 그의 아드레날린 토큰을 잃지만, 그러나 그의 남겨진 
액션을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M.A.C. 방)

“나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소음을 들었고 복합체가 
다시 움직인다.”

M.A.C. 덱에서 즉시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 그 효과를 적용한다.
만약 그 효과가 하나 이상의 특정 캐릭터에게 적용한다면(예를 들어 
“처벌 카드”), 당신의 캐릭터는 그 효과를 대신 받는다.

만약 한 카드가 “다시 가져오기” 기호를 가진다면,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고, 역시 적용한다.

빨간색 M.A.C. 카드에 주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플레이어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혹은 1인 모드 혹은 당신이 “Madness(광기)” 협력 
변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M.A.C. 카드와 이 카드들을 섞지 
마라.
 

 (터널 방)

“엄청난 분자 운반자... 하지만 작동할까?”

이 방은 기본 게임에서 터널 방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만, 만약 모든 
3개의 터널 방이 공개되어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다른 두 개 중에 
캐릭터를 어디로 이동할 지를 선택한다.

비슷하게 만약 한 캐릭터가 터널 방 안으로 데려오거나 밀리고, 그 다른 
2개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다른 두 개 중에 캐릭터를 
어디로 이동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타이머 방)

“안됐지만, 곧 취소 될 것이다. 서둘러라!"”

만약 한 캐릭터가 마지막 턴 전에 이 방에 들어온다면, 카운트다운은 1 
턴 줄어든다 – 모든 터 마커들은 턴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한 칸 
전진해야한다.

만약 한 캐릭터가 마지막 라운드 동안 이 방에 들어간다면, 그 방의 
효과는 다르다. 그 캐릭터는 즉시 게임에서 제거되고, 카운트다운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두 경우, 타이머 방은 플레이에서 제거되고, 빈 방으로 교체된다.

 (파쇄기 방)

“기다려줘! 나는 방금 벽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 “탁!”

한 캐릭터가 나가거나 혹은 한 로봇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파쇄기 방은 
작동한다.

이 방에 여전히 있는 어떤 캐릭터는 제거되고, 이 방은 남은 게임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방이 된다. “Do Not Cross” 토큰을 이방에 
놓는다.

모든 빨간색 방처럼, 여기에 들어간 어떤 로봇은 즉시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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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방해 방)

”연결 문제 - 다시 연결하는 동안 여기에서 기다려야 한다.“

한 캐릭터가 이방에 있는 동안, 플레이어들 간에 방의 위험한 레벨을 
논의 하는 것을 포함해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Key 방)

“축하한다.! 퍼즐의 절반을 해결했다!

이 방은 협력과 1인 모드에서만 사용된다.

한 캐릭터가 Key 방에 들어간다면, 이 방은 촉발된다. 빈 방과 
함께 교체한다. 당신은 이것이 끝날 때까지 Room 25가 있는 
복합체를 탈출할 수 없다.

“한 조각에서 당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한 캐릭터가 부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 이상의 캐릭터가 이미 
제거됐다면, 활성화된다. 만약 제거된 캐릭터가 없다면, 부활 방은 
캐릭터가 이 방에 들어갈 때, 활성화하지 않는다. 그냥 공개된 채로 
남아 있다.

이 방이 제거된 모든 캐릭터를 활성화 할 때, 즉시 중앙 방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이 방은 파괴된다.

부활된 캐릭터를 가진 그 플레이어들은 다음 라운드의 시작에 프로그램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뒷면인 해골 면 턴 마커를 뒤집는다. 만약 그들의 턴 마커가 
보드에서 제거됐다면, 남은 턴 수를 변경하지 않도록 먼저 행동하게 
놓는다.

의혹 모드: 부활된 캐릭터는 그들의 동일한 역할을 유지한다.
사용된 아드레날린 토큰은 잃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

회랑 방

“두 개의 출구만 있다. 나에게 쉬운 결정인 것 같다!”

한 캐릭터 혹은 로봇이 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복도가 캐릭터 또는 
로봇이 방금 들어간 방과 일치하도록 복도를 돌린다.

이 방은 보통 4개의 출구가 있는 대신에 2개의 출구만이 있는 돌아가는 
회랑 복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방에 있는 캐릭터는 복도의 출구를 통해서만 밀기, 엿보기, 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능력과 조작 액션은 이 복도의 회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정 메모: 
l 만약 한 캐릭터가 이 방으로 호출된다면(제니퍼 혹은 브루스), 이 

복도는 가져온 캐릭터가 있던 곳으로 이방을 회전하게 된다.
l 로봇들은 역시 회랑 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접한 방들에 대한 주의: 회랑 방 주위 4개의 모든 방들은 여전히 회랑 
방에 인접한 방으로 고려한다. 브루스(예를 들어)는 만약 그가 주위 
4개의 방 중 하나에 있다면, 출구가 그가 있는 방과 일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방에 있는 캐릭터를 흉내 낼 수 있다.

“당신은 불쌍한 바보야.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 했어?”

당신의 캐릭터가 이방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모든 액션 토큰을 섞고(이 
턴에 플레이한 것을 포함), 뒷면으로 더미를 만든다. 당신의 턴에 스택의 
맨 위에서 한 토큰을 가져와 그 액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토큰을 
버린다.

편집증은 만약 당신의 액션 더미가 다 소진되거나, 혹은 당신이 편집증 
방에 남아 있다면, 다음 프로그래밍 페이즈의 시작에 끝난다. 이 
상황에서 만약 당신의 캐릭터가 첫 번째 액션에 편집증 방을 떠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라운드의 두 번째 액션을 가져와야만 한다.

만약 당신의 캐릭터가 첫 번째 액션으로 마지막 토큰을 사용한다면, 두 
번째 액션은 없을 것이다.

의혹 모드: 편집증 방은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역시 요원에게도 영향을 
준다.

만약 당신이 청형 M.A.C. 카드 때문에 당신의 토큰의 일부를 잃는 
다면, 당신의 더미에 넣어 섞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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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카드 설명
장애 카드
>> COMPLEX MOVEMENT(복합체 이동)

맵에 표시된 세로줄로 한 박스 이동한다(조작 액션처럼).

이동하는 복합체 카드는 게임에서 같은 방향으로 
읽어야만 한다. 복합체 이동 카드는 게임에서 같은 
회전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쉬운 
방법은 동일한 플레이어가 처리하여 행이 항상 해당 
플레이어와 관련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기호:
효과를 두 번 적용한다(세로로 두 번 이동)

새로운 카드를 즉시 한 장 가져오고 그 효과를 적용한다.

플레이어의 조작 액션처럼, 각 복합체 이동 카드 “조작” 
토큰을 추가하게 되며, 라운드가 끝날 때 제거된다. 같은 
세로는 같은 턴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될 수 없다. 만약 

카드가 이 규칙에서 모순된다면, 그 카드의 이동은 무시된다.

>> PUNISHMENT(처벌)
카드에 그려진 두 개의 캐릭터는 게임의 남겨진 부분에 
대해 다음의 액션 토큰 중 하나를 잃는다: 엿보기, 조작 
혹은 특수 능력. 남은 게임에서 이 액션들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그 토큰이 프로그램 됐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액션은 역시 잃는다.

설명:
l 단일 캐릭터는 여러 처벌 카드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액션을 

잃는다.
l 만약 한 플레이어가 M.A.C. 방에서 활성화할 때 이 카드를 

가져온다면(5 페이지 확인), 카드에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혼자 
효과에 고통을 받는다.

madness cards(광기 카드)
>> Blackout(정전)
모든 로봇은 파괴되고, 모든 녹색 방은 빈 방으로 
교체된다(점유하고 있더라도).

>> Jamming(전파 방해)
이 카드는 턴이 끝날 때까지 보이는 평면에 놓는다.

협력 모드: 이 전체 라운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플레이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말하기, 쓰기, 또는 제스처를 포함).

1인 모드: 모든 상기 토큰은 보드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상기 토큰은 
다음 라운드 시작 때까지 놓을 수 없다.

>> Rewind(되돌리기)
첫 번째 플레이어는 그의 캐릭터를 즉시 중앙 방에 
놓는다. 프로그램된 액션은 바뀌지 않고 남는다.

앨리스는 이 효과에 면역된다.

>> ROBOT(로봇)
만약 첫 번째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빨간색 혹은 파란색 
방에 있다면, 이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한 로봇은 첫 번째 플레이어의 방으로 
이동한다(혹은 만약 거기에 플레이 중인 로봇이 없다면 
거기에 놓는다). 그리고 그 로봇은 그 첫 번째 플레이어 

캐릭터를 그의 선택으로 인접해 있는 노란색 방으로 첫 번째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밀어버린다(있다면).

>> Time bomb(시한폭탄)
이 카드는 턴이 끝날 때까지 보이는 곳에 놓는다.

만약 두 번째 시한폭탄 카드가 이 턴에 가져온다면, 
빨간색 방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즉시 죽는다.

>> LOCK ON(잠금)
첫 번째 플레이어는 파란색 방이 아닌 인접한 곳에 lock을 
놓는다. 에머트만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사용가능한 lock 토큰이 없다면, 에머트는 이미 보드에 
있는 하나를 이동해야만 한다.

>> disabled rooms(사용할 
수 없는 방)
카드(녹색, 노란색, 혹은 빨간색)에 
보이는 색상의 모든 점유되지 않은 
방은 뒷면으로 뒤집어 진다. 이 
방들에 있는 어떤 토큰은 제거되고, 

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

>> Chaos(혼돈)
회랑 방은 90도 돌아간다.

로봇과 같은 방에 있는 캐릭터는 그들의 선택으로 인접한 
노란색 방으로 밀린다(있다면).

터널 방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른 공개된 터널 방으로 
이동한다.

>> acceleration(가속)
그 턴에서 조작 액션을 사용하는 어떤 캐릭터는 선택한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두 번 이동한다.

>> panic(공황상태)
첫 번째 플레이어는 그의 캐릭터에게 다음의 효과를 
적용한다.

Franck(프랭크): 그의 아드레날린 토큰은 버려지지만, 
회복할 수 있다.

Jennifer(제니퍼): 만약 그녀가 노란색 방을 점유하고 있다면, 모든 
인접한 캐릭터들은 그녀에게 캐릭터를 가져온다. 만약 그녀가 다른 색 
방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다.

Kevin(케빈): 그는 두 개의 인접한 방의 위치를 교환 한다 (공개된 
파란색 방은 제외). 만약 하나 이상의 방이 점유되고 있다면, 그들은 
교환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가능하다면).

Emmet(에머트): 그는 그가 점유하고 하고 있는 방 안에 “lock” 토큰을 
놓는다. 그 방이 파란색 방이라면 아무 효과는 없다.

Max(맥스): 그는 그의 선택으로 인접한 노란색 방 안으로 그가 
점유하고 있는 방안에 모든 캐릭터를 운반한다. 만약 거기에 인접한 
노란색 방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Sarah(사라): 그녀는 그녀의 보관해둔 것으로부터 빈 방과 함께 
그녀가 점유한 파란색이 아닌 방을 교체한다. 만약 그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이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다.

Bruce(브루스): 그는 그의 선택으로 인접한 노란색 방 안으로 그의 
방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밀어버린다. 만약 거기에 인접한 노란색 
방들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Alice(앨리스): 아무 효과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