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56장 포함

(카드 더미 2개 포함 시 9인까지 가능)

2~5인용

규칙서

카드 더미에는 몇 마리의 폭발하는 고양이(익스플로딩
키튼, Exploding Kittens)가 있습니다. 카드 더미를
뒷면으로 두고 차례대로 한 장씩 뽑으며 누군가 폭발하
는 고양이를 뽑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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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카드 더미에서 폭발하는
고양이(4장)와 해체 카드(6장)를 모두 제거합니다.

	

해체

폭발하는

고양이

폭발하는 폭 발

s 고양이

2
3

	그런 뒤, 각 플레이어에게 해체 카드
1장씩을 주어 각자의 손에 총 8장의
카드(해체 카드 포함)를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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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고양이와 함께 폭발하여
죽고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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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참여한 인원수보다 1장 더 적은 장수의
폭발하는 고양이를 카드 더미에 추가합니다.
그 외 폭발하는 고양이는 모두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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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www.explodingkittens.com/how

아래의 주소를 방문해 게임 규칙
동영상 등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을 1명만 남을 때까지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더미에서 카드를 뽑을수록, 폭발하는 고양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인 게임에서는 폭발하는 고양이 카드 3장을
더미에 추가합니다.
3인 게임에서는 폭발하는 고양이 카드 2장을
더미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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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tel 해
체

카드에 설명된 내용을
읽고 카드의 기능을
숙지합니다.

해당 카드의 설명을 따른 뒤,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차례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더미 맨 위에서 카드 1장을 손으로 가져와 자
신의 차례를 마치며, 가져온 카드가 폭발하는 고
양이가 아니길 희망해 봅니다.
(이 게임은 대부분의 게임과는 달리 자신의 차례를
마칠 때 카드를 뽑습니다).

2

섞기

시계방향의 차례대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기억하세요

원하는 만큼 카드를 사용한 뒤, 차례를 마칠 때는 카드 1장을
뽑습니다.
패스 또는 카드 사용 후 뽑기.
패스 또는 카드 사용 후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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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변형 규칙

나머지 해체 카드 중 2장만 더미에 넣습니다.
다른 2장은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또한 화염에 휩싸인 비참한 패배자로 낙인찍힙니다.

	카드 더미를 섞어 테이블 가운데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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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밖에 모든 카드는

게임 중 이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습니다.

폭발하는 고양이로 인해 폭발하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게임 종료

폭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카드 더미에는 1명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죽을 만큼의 폭발하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더미가 소진될 경우는 없습니다.

세 가지 추가 사항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낮은 게임 초반에 카드를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폭발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 더미에 현재 남은 카드
장수를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는 손에서 예지 카드를
사용해 카드 더미에서
맨 위 몇 장의 카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발하는
고양이가 이번에 공개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건너뛰기 카드를
사용해 이번 차례를 건너뛰고
카드를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나머지 해체 카드를 모두 더미에 추가합니다.

폭발하면, 당신은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또한 당신을 엄청난 멋쟁이로 인정합니다. 잘했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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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미를 구성하면 결국 1명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폭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폭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카드를 사용해 버린카드 더미에 앞면으로 놓고 카드의 설명을
따릅니다.

체

각 플레이어는 해체 카드 1장을 갖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게임에서 매우 강력한 카드로, 폭발하는 고양이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폭발하는 고양이를
뽑았을 때 해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폭발하지
않고 폭발하는 고양이를 카드 더미의 원하는 위치에 몰래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 사용

해

해체 카드는 되도록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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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체 카드

우적우

오리지널 에디션

해체

	
자신의 카드 8장을 모두 가져와 손에 들고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수행합니다:

	더미의 나머지 카드들을 섞은 뒤 각 플레이어에게
7장씩을 뒷면으로 나누어 줍니다.

와작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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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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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익스플로딩 키튼

게임 방법

(이 옆에 버린카드 더미를 위한 공간도 비워 둡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결정합니다(가장 인상적인 수염을
가진, 가장 위협적인 냄새를 풍기는, 가장 비위가
약한 플레이어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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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장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손에
든 카드가 없을 경우, 특별히 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차례를 진행합니다. 다음 차례에서 적어도 1장은
더 뽑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제 게임을 진행합니다!
특정 카드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 뒷면을 확인하세요.

차례 예시

키튼

실전 안내

공격 카드 4장

특수 조합

이 부분은 특정 카드의 설명이 필요할 때만 읽어봅니다.
당신은 예지 카드를 사용해
카드 더미에서 맨 위 카드
3장을 확인합니다.

폭발하는 고양이 카드 4장

예지

특수 토끼 부대를 배치한
다.

확인한 카드 3장 중 맨 위
카드(이제 곧 뽑게 될 카드)가
폭발하는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가져오는 즉시 보여줘야 합니다. 해체
카드가 없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가진 카드와
가져온 폭발하는 고양이를 버립니다.

오리지널
에디션

카드 더미 맨 위
카드 3장을 몰래 본다.

해체 카드 6장

예지

폭발하는 고양이를 뽑을 경우, 이 카드를 사용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 해체 카드를 버린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해체

예지 섞기

공격 카드를 사용해
당신의 차례를 마치고 강제로
다음 플레이어가 2번의
차례를 진행하게 합니다.

해체

그런 뒤, 카드 더미의 카드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카드들은 보지 않고, 가져온 폭발하는 고양이를
더미의 원하는 위치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고양 이

캐버워키를 해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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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에디션

공격

아뇨

아뇨 닌자가 끝내
주는 공중차기를

날린다.

아뇨
섞기

의
하늘에서 박쥐 방귀

그런 뒤, 새로 섞은 카드
더미에서 맨 위 카드
1장을 뽑고 차례를 마치며,
이 카드가 폭발하는 고양이가
아니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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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지

오리지널
에디션

다.
카드 더미를 섞는

섞기 카드 4장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 더미를 섞습니다(폭발하는
고양이가 곧 뽑힐 것을 알 경우에 유용합니다).

서로 일치하는 냥이 카드 한 쌍(다른
플레이어의 카드 1장을 무작위로 훔쳐 오는 능력)
이 더는 냥이 카드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제는 카드
더미에서 같은 이름의 모든 카드에 적용됩니다
(섞기 카드 한 쌍, 건너뛰기 카드 한 쌍 등).

세 조합 카드

같은 이름의 카드 세 장은 두 조합 카드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카드의 이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해체 카드 한 장 주세요.

폭발하는 고양이나 해체
카드를 제외한 모든 행동을
중단합니다. 아뇨 카드 밑으로
있는 모든 카드(혹은 냥이 카드
한 쌍이나 특수 조합)를 마치
이제부터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난 예지를 사용할거야.

아뇨!

또한 아뇨 카드 위에 다른 아뇨 카드를 사용해 ‘넵’이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된장…

냥이 카드
각 종류당 4장씩

이 카드 1장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지만, 같은 냥이
카드 2장이 모일 경우, 한 쌍으로 사용해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를 무작위로 훔쳐 올 수 있습니다.

특수 조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오른쪽 참고).

모두 다른 카드 5장

서로 다른 이름의 카드 5장을 사용할 경우,
버린카드에서 원하는 카드 1장을 선택해
가져옵니다(“아뇨!”를 당하기 전에 서둘러서
버린카드 더미를 가져와 카드를 선택합니다).

해체

넵!

카드 더미에서 맨 위 카드 3장을 엿본 뒤 같은
순서대로 다시 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에게는
이 카드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섞기

패스하고(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 1장을 뽑은 뒤 차례를 마칩니다.

호의 카드 4장

두 조합 카드

예지 카드 5장

아뇨 카드 5장

아뇨 카드는 당신의 차례가
아니어도 행동이 수행되기 전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뇨 능력이 적용된 모든
카드는 버려지고 버린카드
더미에 그대로 둡니다.

카드를 뽑지 않고 즉시 당신의 차례가 종료됩니다
(공격 카드를 방어하기 위해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차례 2번 중 1번만 종료됩니다. 건너뛰기 카드 2장을
사용하면 차례 2번을 모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완료한 뒤 읽어보세요.)

지
예

- 또는 -

섞기

오리지널
에디션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을 중단시킨
다.
이 카드는 언제
든 사용할 수 있다
.

더미 맨 위 카드를 뽑아
폭발하고 싶지 않은 당신은
섞기 카드를 사용해 카드
더미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다음 차례의 플레이어를 방해하고 싶나요?
폭발하는 고양이를 더미 맨 위에 놓아 보세요. 이 때
원한다면, 더미를 아무도 보이지 않게 탁자 밑으로
두고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뒤 차례가 종료됩니다.

M!

카드를 뽑지 않고 즉시 차례를 마친다.
진행한다.
다음 플레이어는 차례를 2번 강제로

BA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아뇨 카드를 사용해 당신의
공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여전히
당신의 차례가 됩니다.

건너뛰기 카드 4장

당신이 선택한 상대방의 카드 1장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줄 카드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폭발 하 는

공격

카드를 뽑지 않고 즉시 당신의 차례가 종료되며 다음
플레이어가 강제로 차례를 2번 연속해서 진행하게
합니다. 공격 카드의 피해자는 평소대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차례를 마친 뒤, 다시 한 번 차례를
더 진행합니다(만약 공격 카드의 피해자가 공격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차례는 즉시 종료되고,
다음 플레이어가 차례를 2번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 조합을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의 설명은
무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