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조커:

특수 조커는 일반 조커 자리에 놓일 수 없고 다른 특수 조커의 자리에도 놓을 수 없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세트는 항상 3개 이상의 타일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블 조커가 포함된 세트라 하더라도 세트는 항상 3개 이상의 타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 등록을 할 때 특수 조커는 놓여진 자리의 숫자들을 나타낸다.

더블 조커:

이 특수 조커는 항상 더블 조커로 사용된다.(놓여진 자리부터 연속 두 숫자)

예를들어: 

노랑2, 더블 조커, 노랑5 연속세트에서의 더블 조커는 3, 4가 된다. 

첫 등록할 때 더블 조커는 놓여진 자리의 두 숫자가 된다. 

(예시에서는 7이 된다)

파랑3, 핑크3, 더블 조커 그룹세트 에서의 더블 조커는 노랑3, 검정3이 된다.

더블 조커를 분리하려면 조커가 놓여진 자리에 두 수를 놓거나, 세트를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한다.

더블 조커는 세트의 맨 앞이나 중간, 끝에 올 수 있다.

더블 조커는 2앞이나 12뒤에 놓일 수 없다. (2앞에는 1만 올 수 있고 12뒤에는 13만 올 수 있다.) 

런-Run

그룹-Group

거울 조커:

거울 조커는 연속이나 그룹에서 거울 시리즈를 만들 때 사용한다.

연속으로 사용할 때 그룹으로 사용할 때

한쪽에 숫자타일을 놓으면 반드시 반대편에도 같은 숫자 타일을 놓아야 한다.

거울 조커는 세트의 가운데 숫자를 나타낸다. 
예시에서 조커는 5가 된다. 

세트는 나누어지거나 다른 타일이 더해질 수 있지만 거울 조커는 항상 거울조커로만 사용된다.

거울 조커는 더블타일(같은 숫자 같은 색의 타일 2개)을 가지고 있는 게임자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 세트에는 한 개 이상의 특수 조커나 일반 조커가 포함될 수 있다. 

한쪽의 연속세트는 거울 조커를 중심으로 반대편에도 항상 똑같은 숫자가 반사되어야 한다.(조커 포함)

사용예 1:                                                             사용예 2:

시간제한:

각 게임자에게는 자신의 차례에 1분의 시간제한이 있다.  자신의 차례에 1분의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풀(타일더미)에서 한 개의 타일을 가져가고 자신의 차례는 끝이 난다.

미완성된 세트:

자신의 1분이라는 시간 내에 조합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테이블에 있는 타일은 제자리로 되돌리고 

내려놓았던 타일을 다시 가져가고 벌칙으로 풀에서 타일 3개를 가져간다.

세트로 만들기:

게임자는 자신의 차례가 끝났을 때 테이블 위에 세트를 만들지 못하고 남아있는 타일만 없다면, 앞서 

설명한 룰에 맞게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다.

우승자: 

모든 라운드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이 이긴 게임자가 우승자가 된다. 

만약 승수가 같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게임자가 우승자가 된다.

점수 계산하기: 

 

색 바꿈 조커:

색 바꿈 조커는 연속세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두 가지 색깔이 포함된 한 세트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연속에서 색 바꿈 조커를 사용할 때는 색 바꿈 조커 앞의 타일과 

조커 뒤의 타일 색깔이 달라야 한다.

색 바꿈 조커는 세트의 끝에 놓여질 수 있지만 조커 뒤에 오는 타일은 

색깔이 달라야 한다.

점수계산의 예:

게임자 A                 게임자 B                 게임자 C                    게임자 D
Game  1
Game  2
Game  3
Game  4

16
22
2

41

3
5

47
6

합계점수 24 54 45 33

24
6

32
10

+
-

-
-

5
11
13
25

-

-

-
-

-

-

+

-
+

+

-
-

+
-

+-

전략:
조커

거울 조커

색 바꿈 조커

더블 조커

D
-8

6
0

0
/8

6
0

1
-1

2
3

6
-0

3
5

2
 0

8
0

5
1

7

65 7

온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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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한 게임자가 자신의 타일을 모두 내려놓고 ‘루미큐브’를 외쳤다면, 다른 게임자는 자신의 받침대에 

남아있는 타일의 숫자를 더하여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고 우승자는 나머지 게임자의 점수를 더한 

만큼의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된다. 각 라운드가 끝났을 때 우승자의 점수와 다른 게임자들의 점수 합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게임이 끝났을 때 조커를 가지고 있으면 벌점 30점을 받는다.

풀의 타일을 모두 사용하였는데도 게임을 끝낸 게임자가 없고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면 가장 

적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각 게임자는 자신의 타일숫자를 더하고 우승자의 타일 숫자의 

합을 뺀 만큼의 마이너스 점수를 가진다. 이 점수의 합이 우승자의 플러스 점수가 된다.

점수계산을 한 다음 게임자들은 모든 타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게임 준비하기 설명에 따라 다음 게임을 

준비한다. 점수를 기록하여 각 게임자가 몇 번의 게임을 우승하였고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루미큐브 게임을 시작할 때는 느리게 진행되는 듯이 보이지만, 세트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다양한 

방법의 게임 진행이 가능해진다. 

어떤 때는 연속이나 그룹에서 4개의 타일 중에서 3개만 내려놓고 4번째 타일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례에 풀에서 타일을 가져오는 대신 4번째 타일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며, 조커를 게임 초반 부터 

내려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 루미큐브를 외칠 때 30점의 벌점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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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표:

자신이 가진 숫자타일을 런(같은 색깔의 연속되는 숫자)이나 그룹(색깔이 다른 같은 숫자)의 

형태로 조합하여 가장 먼저 내려놓기.

 

게임 방법:

내용물 구성: 

112개 타일(4가지 색깔로 된 1-13 숫자타일 8세트, 조커 8개), 받침대 4개, 지지대 8개

조립하기:

타일 조합하기:

게임인원 2~4명, 8세이상

테이블

일반 조커:   
일반 조커가 놓여진 자리에 맞는 색깔의 숫자 타일로 대신할 수 있다. 

타일 3개로 된 그룹일 경우, 조커는 빠져있는 2개의 색깔 중 하나가 된다.

게임이 끝났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벌점 30점이다.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조커 분리하는 4가지 방법 :

조커:

첫 등록을 하기 전이나 첫 등록을 할 때 테이블 위에 놓여진 조커에 맞는 타일을 내려 놓고 
조커를 가져올 수 없다.

조커가 놓여진 자리를 대신할 타일은 자신의 받침대의 타일이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타일을 사용한다.

조커가 포함된 세트에 다른 타일을 붙이거나 세트를 나누어 조커를 분리할 수 있다.

세트에서 분리시킨 조커 타일은 같은 차례에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1받침대

자신이 가진 타일 한 개나 
두 개로 조커 분리하기

테이블

2받침대

2개의 연속 세트로 나누어 
조커 분리하기

테이블

3받침대

파란색 5를 놓고 
조커 분리하기

테이블

4

검정 1을 연속세트에서 분리하여 
1의 그룹에 놓고 검정 2를 2의 그룹에 놓고 
조커 분리하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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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조합 예시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세트에 자신의 타일 내려놓기: 

받침대

파란색 4,5,6 세트가 
테이블 위에 있다.
자신의 파란색 3타일을 
기존의 연속세트에 내려놓고
파란색8은 8그룹에 내려놓는다.

테이블

그룹의 4번째 타일을 가져와 새로운 세트 만들기:

받침대
파란색 4는 받침대의 숫자와 함께 
새로운 파란색 연속에 필요하다.
테이블에 있는 4그룹에서 
파란색4를 가져와 새로운 
연속 파랑 3,4,5,6, 을 만든다.

테이블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세트에 타일 하나를 내려놓고 필요한 타일 하나 가져오기:

받침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연속에 
파란색 11을 내려놓고 
파란색 8을 가져와 
새로운 8그룹을 만든다.

테이블

연속세트 나누기: 
받침대

연속세트를 나누고 
빨강 6을 놓아 2개의 
연속세트를 만든다.

테이블

연합적으로 나누기: 
받침대

자신의 파란색 1과 테이블 위의 
연속에서 노랑 1, 그리고 
1그룹에서 빨강 1을 가져와 
새로운 그룹을 만든다.

복합적으로 나누기:
받침대

기존의 3세트를 자신의 타일 
검정 10, 파랑 5로 3개의 그룹과 
한 개의 연속을 만든다.

테이블

세트:

세트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룹은 같은 숫자의 다른 색깔 타일 3개나 4개의 세트이다.

런은 같은 색깔의 연속되는 숫자 3개 이상의 타일 세트이다. 

숫자 1은 가장 낮은 숫자이고 13뒤에는 올 수 없다.

분리

또는 또는

게임 준비하기:

숫자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타일을 잘 섞는다. 각 게임자는 숫자 타일 하나씩을 고르고 가장 높은 

숫자타일을 가진 게임자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모든 타일을 잘 섞은 다음 7개씩 쌓는다. 각 게임자는 14

개의 타일을 가져가서 자신의 받침대에 정렬해 놓는다.

남은 타일더미를 ‘풀’이라고 한다. 게임자들은 몇 라운드를 할 지 결정한다. 한 라운드는 여러 게임으로 

이루어진다.  한 라운드가 몇 게임이 될지는 게임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4명이 게임을 하면 4게임이 한 

라운드가 되고, 3명이 게임을 하면 3게임이, 2명이 게임하면 2게임이 한 라운드가 된다. 한 게임자가 

자신의 받침대에 있는 타일을 모두 내려놓으면 게임이 끝이 난다. 게임은 게임자끼리 약속한 게임이나 

라운드 수만큼 될 때까지 계속한다.

각 타일은 쓰여져 있는 숫자의 가치를 지닌다. 첫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세트로 숫자의 합이 

30이 넘는 세트를 내려 놓아야 한다. 첫 등록은 자신의 받침대에 있는 타일로만 만들어야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첫 등록에 쓰여진 조커는 놓여진 자리의 숫자를 나타낸다. 내려 놓을 타일이 없거나 다음에 내려 놓기로 

결정했다면 풀에서 한 개의 타일을 가져온다. 타일을 가져오면 자신의 차례는 끝이 나고 왼쪽에 앉아 있는 

게임자의 차례가 된다. 첫 등록을 한 게임자는 자신의 다음 차례에 자신의 타일과 테이블에 놓여진 타일로 

세트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차례에 풀에서 타일을 가져 왔을 때는 자신의 받침대의 타일을 내려 놓을 수 

없고, 자신의 차례가 끝이 난다. 게임자는 자신의 풀에서 가져온 타일을 바로 내려 놓을 수 없고 자신의 

다음 차례까지 기다려야 한다. 게임은 한 명의 게임자가 모든 타일을 내려놓고 ‘루미큐브’를 외칠 때까지 

계속된다. 풀의 타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게임을 끝낸 게임자가 없다면, 더 이상 게임이 진행될 수 없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고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이나면 게임자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한다(계산법 보기). 

루미큐브 게임에 있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정은 전략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데 있다. 각 게임자는 

가능한 한 많은 타일을 내려 놓기 위해 새로운 세트를 만들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세트를 재배열한다. 

기존의 세트를 분해하였다면 분해한 모든 타일을 그룹이나 런의 룰에 맞게 모두 세트로 만들어야 한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기존의 세트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다.

분리
R L

2. 지지대의 왼쪽 돌기를
    받침대에 먼저 끼우고                 

3. 손가락을 모으며 
    반대쪽 돌기를 끼운다.

4. 지지대를 바깥쪽으로
    살짝 젖히면 완성.

1. 왼쪽과 오른쪽이 붙어있는
    지지대 부품을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