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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 용지 50장

추리 용지 파일은 행복한바오밥 자료실  

www.happybaobab.com, 디크립토 홈페이지  

www.decrypto.info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모래시계 1개 (30초)

오답 토큰 4개 (검은색) 해독 토큰 4개 (흰색)

가림막 2개 (흰색 1개, 검은색 1개) 코드 카드 48장

(흰색 24장, 검은색 24장)

가림막 받침대 4개 (흰색 2개 검은색 2개)
게임이 끝나고 난 뒤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단어 카드 세팅 방법에 대하여
단어 카드는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카드 위쪽과 아래쪽의 단어가 다릅니다. 

카드의 한쪽 면에는 파란색, 또 다른 면에는 빨간색 열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열쇠가 그려진 면으로 게임을 진행하세요.  

이 후 빨간색 열쇠가 그려진 면을 사용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한 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어 카드에 표시된 여러 가지 빨간색 패턴은 파란색 단어를  

가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게임 구성물  

콘서트

단어 카드 110장 (단어 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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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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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1개 (30초)

해독 토큰 4개 (흰색)

예시  흰색 팀 코드 마스터는 4. 2. 1이라는 코드  

카드를 뽑았습니다. 코드 마스터는 코드에 해당되는 

4(고양이), 2(수염), 1(콘서트) 단어를 확인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코드를 맞힐 수 있게, 그리고 상대 팀은 

맞힐 수 없도록 힌트를 줘야 합니다.

 힌트 전달 

각 팀의 코드 마스터는 코드 카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리 용지에 힌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발표합니다. 

각 팀은 해당하는 칸에 힌트를 적습니다.  

  게임의 목적  
디크립토는 2개의 팀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각 팀은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고 상대 팀의 

코드를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각 팀의 코드 

마스터가 자신의 팀원에게 코드에 관한 힌트를 

전달하고, 팀원들은 그 힌트로 우리 팀 코드 

마스터의 암호를 추리 합니다. 힌트가 평이하면 

상대팀이 해독하게 됩니다. 우리 팀에게는 

명확하지만 상대팀에게는 모호한 “영리한” 

힌트를 고민해야 합니다. 

 

디크립토의 한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코드 확인   힌트 전달   코드 추리 

  결과 확인

 코드 확인 

각 팀은 가림막에 단어 카드를 4장 넣습니다. 

이 단어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각 단어는 가림막에 그려진 1, 2, 

3, 4 코드 번호와 연결됩니다. 코드 마스터는 

자기 팀의 색깔에 해당하는 코드 카드를 1장 

뽑습니다. 코드 마스터는 코드 카드에 적힌 

코드를 팀원들이 맞힐 수 있게 힌트를 줘야 

합니다.

1
2

3
4

콘서트
수염

유기농
고양이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생쥐

면도
가수

  게임 진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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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면 

각 코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힌트로 상대편의 코드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듣고 흰색 

팀 팀원이 코드를 정확히 해독했다면, 흰색 

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듣고 검은색 

팀이 코드를 정확히 해독했을 경우, 검은색 팀은 

해독 토큰 1개를 받습니다.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듣고 흰색 팀 

팀원이 코드를 못 맞혔을 경우, 흰색 팀은 오답 

토큰 1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듣고 검은색 팀이 코드를 

못 맞혔을 경우, 검은색 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어느 한 팀이 해독 토큰 2개 또는 오답 토큰 2

개를 받게 될 때까지 1~4번을 반복합니다.

 코드 추리 

각 팀의 팀원들은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토대로 코드를 추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다음과 같은  

3개의 힌트를 줬습니다. “생쥐” “면도” “가수”

흰색 팀 팀원들은 이 3개의 힌트와 흰색 팀의 

가림막에 있는 4개의 단어를 비교하며 암호를 

해독한 후 3자리 코드를 맞혀야 합니다. 지금 

흰색 팀이 가지고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서트    2 수염    3 유기농    4 고양이

3자리 코드가 보이시나요?

1번째 힌트인 “생쥐”는 4번 고양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번째 힌트인 “면도”는 2번 

수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힌트인 “가수”와 관련된 코드는  

1. 콘서트일까요? 아니면 3. 유기농일까요? 

3. 유기농보다 1. 콘서트가 좀 더 관련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흰색 팀 팀원들은 4. 2. 1 이라고 

코드를 추리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말합니다. 

코드 마스터는 코드 카드를 공개합니다.  

흰색 팀은 코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럼 이때 검은색 팀 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흰색 팀의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검은색 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흰색 

팀과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팀은 흰색 팀의 단어 카드를 모르기 때문에 

코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드가 발표된 

후에 4번 단어는 “생쥐”와 관련이 있다 라는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생쥐
4

2
1

면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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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준비  
1 플레이어를 2개의 팀으로 나눕니다.

2  같은 팀끼리 나란히 앉습니다.  

상대 팀끼리는 마주 보고 앉습니다.

3  각 팀은 흰색 또는 검은색 가림막 중  

1개를 놓고 단어 카드 4장을 뽑아 가림막에 

넣습니다. 가림막에 넣은 단어 카드는 상대 

팀에게 절대로 보여줘선 안 됩니다.

4  가림막 색깔과 같은 코드 카드를 전부 

가져옵니다.

5  추리 용지를 1장 가져옵니다. 이 용지에는 

각 팀의 코드 마스터가 준 힌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팀 이름을 정해 우리 팀 색깔에 

해당하는 면 오른쪽 위 빈칸에 적습니다.

중요   추리 용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은  

우리 팀 코드에 대한 힌트를, 반대 면은 상대 팀 코드에 

대한 힌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추리 용지의 가장자리에

는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맞는 면에 힌트를 

적어주세요.  

6  모래시계, 해독 토큰, 오답 토큰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수염

콘서트

유기농

4
56

3

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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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진행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각 팀은 코드 마스터를 

정합니다. 매 라운드 팀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코드 마스터를 맡습니다. 

매 라운드 항상 흰색 팀부터 힌트를 말합니다. 

각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디크립토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꼭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해주세요.

1  각 팀의 코드 마스터는 코드 카드 1장을 뽑아 

자기 자신만 봅니다. 코드 마스터는 상대 

팀이 코드를 알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 팀은 

코드를 알 수 있게 힌트를 줘야 합니다.

2  각 팀의 코드 마스터는 코드에 대한 힌트를 

순서대로 자기 팀 색깔에 맞는 추리 용지 

면에 적습니다. 만약 두 팀의 코드 마스터 중 

먼저 힌트를 다 적은 코드 마스터는 테이블 

가운데에 있는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이제 상대방 코드 마스터는 30초 내에 힌트 

작성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게임을 처음 하는 경우, 모래시계를 빼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힌트를  

적어주세요.

3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먼저 3개의 힌트를 

다른 플레이어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추리 용지를 팀원에게 

줍니다. 검은색 팀은 들은 힌트를 추리 

용지의 흰색 면의 현재 라운드 칸에 순서대로 

적습니다.

4  각 팀은 힌트를 토대로 코드를 추리합니다. 

팀원들은 추리한 코드를 추리 용지의 추리한 

코드 적는 칸에 적습니다. 

중요   코드 마스터는 팀원들이 코드를 추리할 때 추가

적인 힌트를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 표정, 몸

동작 등등 힌트를 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두 팀 모두 코드를 적었으면 검은색 팀부터 

흰색 팀의 코드를 맞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검은색 팀이 추리한 코드 3자리를 

크게 말합니다.

중요   1라운드에서는 두 팀 모두 상대편의 코드를  

추리하는 단계는 건너뜁니다. 두 팀 모두 상대편의  

단어에 대한 누적된 힌트가 없어서 추리가 불가능합니다. 

6  흰색 팀도 추리 용지에 적은 코드 3자리를 

크게 말합니다. 

7  흰색 팀 코드 마스터가 자신이 받은 코드 

카드를 공개합니다.

• 만약 검은색 팀이 흰색 팀 코드를 정확히 

해독했다면, 상대 팀 코드를 해독했기 

때문에 해독 토큰을 받습니다. 만약 검은색 

팀이 흰색 팀의 코드 해독에 실패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독 토큰 2개를 

모으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 만약 흰색 팀이 자기 팀 코드 마스터의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을 경우, 오답 토큰을 

받습니다. 흰색 팀이 흰색 팀 코드 마스터의 

힌트를 해독했더라도 아무런 이득은 

없습니다. 오답 토큰 2개가 모이면 상대 

팀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8  추리 용지의 실제 코드를 적는 칸에 이번 

라운드 정답을 적습니다. 추리 용지의 

아래에는 각 라운드에 힌트를 적을 수 있는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생쥐 4 4

2 2
1 1

면도
가수

실제 코드추리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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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일 경우
 한 라운드 끝났을 때 한 팀이 해독 토큰 2개와 오답 토큰 2개를 동시에 모은 경우

 한 라운드 끝났을 때 두 팀 모두 해독 토큰 2개를 모은 경우

 한 라운드 끝났을 때 두 팀 모두 오답 토큰 2개를 모은 경우

 8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경우

4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 팀을 정합니다. 

해독 토큰은 1점, 오답 토큰은 -1점으로 계산합니다.  

점수가 가장 많은 팀이 승리합니다. 만약 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대 팀의 단어 4개를 추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합니다.

여전히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

칸이 있습니다. 상대 팀 1, 2, 3, 4번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힌트를 모아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9  흰색 팀의 코드 카드가 공개되고 난 뒤,  

검은색 팀도 흰색 팀이 진행했던 방식으로  

3~8번을 진행합니다. 코드 마스터가 3개의 

힌트를 큰 소리로 말하고, 양 팀은 각자 코드를 

해독합니다.  

10  두 팀 모두 코드 마스터의 코드가 공개되었다면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라운드가 종료된 

시점에서 한 팀에 해독 토큰이 2개가 있으면 

그 팀이 승리합니다. 또는 오답 토큰이 2개가 

있으면, 상대 팀이 승리합니다. 

만약 이 2가지 중 1개라도 만족하는 조건이 

없으면 라운드를 계속 진행합니다.

11   사용한 코드 카드는 코드 카드 더미에 다시 

넣고 잘 섞습니다. 그리고 새 코드 마스터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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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힌트를 주는 방법  

1  힌트는 단어, 문장, 춤, 노래, 마임 등등 

코드 마스터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2  코드 1자리마다 따로따로 힌트를 줘야 

합니다. 즉, 각 라운드마다 총 3개의 힌트를 

줘야 합니다.

3  힌트는 반드시 의미로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단어에 사용된 자음 모음, 음절, 

단어의 위치, 발음 같은 정보는 힌트로 줄 수 

없습니다.

4  힌트는 자신만 아는 사적인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내가 먹은 

것” 같은 힌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코드 마스터는 힌트에 대해 질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예시  코드 마스터가 ‘개’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상대 

팀이 ‘개’인지 ‘게’인지 다시 물어봅니다. 코드 마스터

는 ‘개’라고 다시 말해줘야 합니다.

6  힌트는 상대 팀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7  추리 용지에 적은 힌트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적은 힌트를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8  우리 팀이나 상대 팀이 사용한 힌트는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가림막에 있는 단어를 힌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게임의 종료  
라운드가 끝났을 때 자신의 팀이 해독 토큰  

2개를 모았을 경우 승리합니다.

라운드가 끝았을 때 상대 팀이 오답 토큰 2개를 

모았을 경우 승리합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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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용지 설명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행복한바오밥
생쥐

채소

4

3

4

3

2

4

2

4

1

1

1

2

면도

키티

가수

고래

가수 면도

고래 
채소 생쥐

키티

추리한 코드

실제 코드

 2번째 코드 힌트

3번째 
코드 힌트

1번째 
코드 힌트

1번 단어에 대한 힌트

3번 단어에 대한 힌트

2번 단어에 대한 힌트

4번 단어에 대한 힌트

라운드

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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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언은 흰색 

팀이고 노아는 검은색 팀입니다. 이 둘은 각각 

코드 카드를 뽑습니다. 동시에 각 팀의 추리 

용지에 힌트를 씁니다.

라이언은 3. 4. 2가 적힌 코드 카드를 

뽑았습니다. 라이언은 이 3개의 코드를 정확한 

순서대로 같은 팀인 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흰색 팀의 단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서트    2 수염    3 유기농    4 고양이

노아 팀은 이미 1라운드를 통해 4(고양이),  

2(수염), 1(콘서트)에 해당하는 “생쥐”, “면도”, 

“가수” 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상대 팀에게 혼란을 주고 싶습니다.

• 라이언은 코드 ‘3’의 힌트로 “채소” 라는 

힌트를 추리 용지에 적었습니다.

• 코드 ‘4’의 힌트로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인 

 “키티” 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 코드 ‘2’의 힌트로 흰수염고래를 생각하며  

“고래”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라이언은 힌트를 큰 소리로 읽고, 추리 용지를 

샘에게 전달했습니다. 노아와 프랭크는 

라이언이 말한 힌트 3개를 추리 용지의 하얀 

색 면에 적습니다. 흰색 팀에서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하얀 색 면에 힌트를 

적습니다.

라이언과 같은 팀인 샘은 “채소”는 

“유기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티”도 “고양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말한 “고래”가 “콘서트”와 “

수염” 중 어느 것에 대한 힌트인지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샘은 “수염” 이라고 생각하고 3. 4. 

1을 추리 용지의 추리한 코드 칸에 적었습니다.

상대 팀인, 노아와 프랭크도 힌트에 대해 

생각합니다. “채소”는 “면도”의 ‘깎는다’라는 

부분에서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채소”

를 ’1’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티”는 첫 번째 

힌트였던 “생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4’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는 이미 

가지고 있는 힌트들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 ‘3’

이라 추리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팀은 1.4.3을 

추리 칸에 적습니다.  

검은색 팀은 1.4.3이라고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샘은 3.4.1이라고 크게 말합니다.

라이언은 코드 카드를 공개하고 3. 4. 2가 

정확한 코드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라이언은 샘이 정확한 코드를 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면서도 상대팀 또한 코드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만족했습니다.

검은색 팀은 상대 팀의 코드를 알아 맞히지 못한 

것이기에 아무런 토큰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색 팀은 자기 팀의 코드를 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 토큰을 1개 받습니다.

두 팀 모두 추리 용지의 실제 코드를 적는 칸에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채소 3

4
1

키티
고래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가수 면도

고래 

채소 생쥐

키티

  게임 플레이 예시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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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추리 용지 맨 

아래 칸에 각 코드에 맞는 힌트를 적어 둡니다.

검은색 팀에서 노아는 2. 3. 4코드 카드를 

뽑았습니다.

검은색 팀의 단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물    2 뼈    3 아침    4 지옥

이전 라운드에서 프랭크는 4. 3. 2 코드 

카드를 뽑았고 “어둠”, “새벽”, “개”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노아는 이전 라운드에서 4. 3. 2를 

정확하게 맞혔습니다.

노아는 이제 2. 3. 4의 새로운 힌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스켈레톤”, “일출”, “디아블로”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프랭크는 노아가 준 힌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2. 3. 4를 추리 용지의 추리한 코드 칸에 

적습니다.

라이언과 샘은 이전에 얻은 힌트를 가지고 

고민 합니다. “스켈레톤”은 “개”가 뼈다귀를 

좋아한다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출”은 “새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디아블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랭크와 노아는 

2. 3. 4라고 추리하여 추리 용지의 추리한 코드 

칸에 적습니다.

노아와 프랭크는 흰색 팀이 자기 팀의 

코드를 맞힌 것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흰색 팀은 해독 토큰을 받습니다. 검은색 팀은 

아무 토큰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팀의 코드를 

맞힌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검은색 팀은 

아무런 토큰을 받지 않았고, 흰색 팀은 오답 

토큰 1개와 해독 토큰 1개를 받았습니다.

이 후, 흰색 팀이 상대 팀의 코드를 알아낸다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자기 팀의 코드를 

정확히 맞히지 못한다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두 팀 모두 추리 용지 맨 아래에 힌트들을 

번호에 맞게 정리합니다.이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전 라운드에 뽑았던 코드 카드를 

다시 더미에 넣고 섞은 후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게임의 목적은 상대 팀의 코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상대 팀의  

가림막에 있는 정확한 단어를 추리 

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스켈레톤 2

3
4

일출
디아블로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생쥐

키티

round 02

round 06

round 01

round 05

round 03

round 07

round 04

round 08

1
2

3
4

개 새벽 어둠



12

  3인 플레이 규칙  
게임의 요약 

3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 경우,  

2명이 한 팀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2명인 팀은 일반 게임 규칙과 마찬가지로 코드 

카드를 뽑아 3개의 코드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은 힌트를 듣고 코드를 추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홀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라운드 내에 해독 토큰 2개를 모아야 

합니다.

게임의 준비 

2명의 플레이어로 이루어진 팀은 추리 용지, 

필기구, 가림막, 코드 카드 더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반 게임 규칙과 마찬가지로 4 장의 

단어 카드를 받아 가림막에 넣습니다.

홀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는 추리 용지와 

필기구를 준비합니다.

게임의 진행 

게임은 토큰을 받는 방식을 제외하고 일반 게임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홀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가 상대 팀의 코드를 정확히 

맞힐 경우, 해독 토큰을 받습니다. 만약 2 명의 

플레이어로 이루어진 팀이 코드를 맞히지 못할 

경우, 오답 토큰 대신 해독 토큰을 홀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에게 줘야 합니다.

일반 게임 규칙과 마찬가지로, 홀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는 첫 번째 라운드에는 상대 

팀의 코드를 추리해 맞힐 수 없습니다.

게임의 종료 

홀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가 5라운드 

내에 2개의 해독 토큰을 모으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5라운드 내에 2개의 해독 

토큰을 모으지 못하면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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