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리 체인지
  게임 목표

  스도쿠판에 있는 자신의 말들을 대각선에 있는 상대방 자리로 말을 이동시키고 게임판의 

숫자와 말의 숫자를 맞춘다. 

  게임 준비

  플레이어는 각자 자기 색을 정하고 자신의 말을 게임판의 한 

모서리에 숫자를 맞추어 놓는다. (2인의 경우 대각선으로 마주보게 

위치하며 3인의 경우 네 곳 중 세 곳에 위치한다.)

게임 방법

1.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2. 기본적으로 말의 이동은 상하좌우 및 대각선 중 한 곳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으며 한 칸에 

두 개 이상의 말이 공존할 수는 없다. 단 게임 방법 5번의 경우는 제외)

3. 자신이 움직이려는 말 앞에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이때 뛰어 넘을 수 있는 

말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4. 한 번 뛰어넘은 후 도착한 곳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또 다시 뛰어넘을 수 

있으며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

5. 플레이어가 말을 이동하여 상대편 쪽 위치에 도착하였다면 상대편의 말이 있다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다. (자신의 진영을 미쳐 나오지 못한 상대편에게 주는 패널티로써 상대편의 

진영에서는 한 칸에서 상대편의 말과 자신의 말이 최대 1개씩 공존 가능하다.) 

6.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의 진형의 게임판의 숫자에 맞춰서 먼저 자신의 말을 숫자대로 

옮기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2인과 4인의 경우 각자 대각선에 위치한 곳으로 이동해야하며 

3인의 경우 각 플레이어를 시계방향으로 A, B, C라 한다면 A는 B 위치로, B는 C위치로, C는 

A위치로 먼저 이동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 추가로 가림막 1개를 추가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 모든 플레이어는 한 개의 가림막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턴에 도착해야할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 가림막을 놓거나 치울 수 있으며 이미 가림막이 게임판 위에 있다면 

가림막을 한 칸 이동할 수 있다. 가림막을 이동한 경우 자신의 턴은 지나간다. 또한 두 명이 

남았거나 두 명이 플레이 할 경우에는 가림막을 사용할 수 없다.

게임 준비 (4인 기준)



※ 이동 방법의 예

예시1)

or

예) 기본적으로 말은 상하좌우 및 대각선으로 한 칸 이동하나 앞에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몇 개든 뛰어 

넘을 수 있다. (가운데처럼 한 개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두 개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예시2)

예) 뛰어넘기는 조건만 맞으면 한 번의 순서에 연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시3)

or or

예) 플레이어가 말을 이동하여 상대편 쪽 위치에 도착하였다면 상대편의 말이 있다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다. 위 예시에서 노란색 플레이어의 말은 빨간색 말과 파란색 말을 뛰어넘어 

녹색 플레이어가 위치한 곳에 이동할 수 있으며 녹색말이 자신의 진영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하단의 세 위치 중 하나로 이동 가능하다. (즉 위 상황에서 노란색 플레이어에게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위치한 녹색말은 말이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판단하여 

유리하게 말을 놓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예시4)

OR

예)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란색의 플레이어는 파란색 말을 넘어 녹색말 위에 놓거나 녹색말도 뛰어넘어 

그 다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는 칸이 비어

있기에 위에서 첫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위치로는 이동할 수 없다.)

예시5)

예) 일반적으로 말은 한 칸에 두 개 이상이 공존할 수 없으나 상대편의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 칸에 상대 말과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말을 뛰어 넘을 때는 두 개가 공존해 있는 칸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위 예시처럼 노란색 1번 말이 파란색 2번, 5번 말과 녹색말과 공존해 있는 

노란색 9번 말을 뛰어넘을 수 있다.

게임 전략

  상대방 말과 자신의 말의 위치를 이용하여 뛰어넘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