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하라, 그리고 탈출하라!

내용 누설 주의! 정답이 궁금할 때만 읽으세요.

2단계
1) 갈아 신을 신발 찾기 (6, 17, 20번 카드)
손전등(휴대폰 플래시)을 이용해 천장을 비춰 보면
번과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이는 신발이 도서실
어느 책장에 숨겨져 있는지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방
향이 반대로 그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거울을 비춰보세요. 거울에 나타난 그림을
번처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숨겨진 곳은
빨간색 책장입니다.

2) 프랭크의 수감실 환기구 열기 (5, 21, 22번 카드)

힌트가 필요하다면:

공구함을 환기구 위 알맞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다음과 같은 기호가 보입니다.
해당 기호가 그려진 카드를 찾아 앞면을 펼치세요.

5

3단계
1) 환기구 3개를 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찾기
(24, 25, 27, 28, 29번 카드)
- 존 앵글린의 철망:
25번 카드의 규칙에 따라 벽돌 색깔을 유추해보면 옆 그림
과 같습니다. [?] 표시가 그려진 벽돌의 색은 빨간색으로, 환
기구를 열려면 존 앵글린은 빨간색 벽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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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렌스 앵글린의 철망:
벽을 떼어 내려면 접착제가 묻은 검은색 선을 딱 하나만 건드
려야 하고, 접착제가 묻은 검은색 선을 2개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된 검은색 선뿐입니다. 나머지 선들은 다른 선을 건드리거나,
그 선만으로는 벽을 떼어낼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알렌 웨스트의 철망:
적어도 철망을 둘러싼 벽돌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파란색
으로 칠해진 것처럼, 철망을 둘러싼 벽돌은 모두 8개입니다.
제거하는 벽돌 1개당 30분이 소요되고, 벽돌 8개를 모두 제
거하려면 240분이 소요됩니다.

2) 구명보트 수리하기 (26번 카드, 카드 봉투)
구명보트를 구멍 없이 제대로 맞췄다면, 다음과 같은 기호가 보입니다.
해당 기호가 그려진 카드를 찾아 앞면을 펼치세요.

3) 들키지 않고 배관 내려오기 (31, 32번 카드)
배관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배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기호, 숫자, 색깔]을 딱 한 번씩만 통과하도
록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이동할 방법은 이 그림처럼 딱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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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1) 들키지 않고 해안으로 가는 길 찾기 (34, 35번 카드)
빨간색 선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칸은 일정 시간마다 탐조등이 빛을 비추거나 경비병이 돌아다니는 칸입
니다. 각 칸에 몇 분에 들어가면 들키는지도 옆에 적혀있습니다.
길은 정답이 아닙니다. 7분에 경비병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6분에 앞칸에서 순찰한 경비병이 7분에
이동하면서 만납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동

이동

대기

이동

이동

대기

체포

-

-

-

길이 정답입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동

이동

이동

대기

이동

대기

이동

이동

이동

탈출

길은 정답이 아닙니다. 8분에 경비병과 만나거나 탐조등에 들키게 됩니다. 이동한다면 탐조등에 걸
리고, 대기한다면 경비경과 만납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대기

이동

이동

체포

-

-

4분, 8분

4분, 8분

1분, 5분, 9분

1분, 2분, 5분,
6분, 9분, 10분

3분, 7분

2분, 6분, 10분

4분, 8분

3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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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6분, 9분

2) 공과 족쇄 결합하기 (39번 카드, 공, 족쇄)
QR 코드를 스캔하면, 공과 족쇄를 결합하는 방법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어를 피해 안전한 길 찾기 (40, 44, 45번 카드)
상어들은 항상 정확히 네 마리씩 일렬로 무리를 지으며, 한 무리의 상어는 가로/세로/대각선 방향으로
무리 짓습니다. 또한, 한 무리의 상어는 다른 무리의 상어와 인접(가로/세로/대각선)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상어 무리 주변 1칸씩은 다른 상어가 있을 수 없으며, 이 칸에 X표를 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이동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붙어있는 상어는 무조건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리 주변 1칸에는 다른 상어가 절대 없습니다.
힌트가 필요하다면:

왼쪽 아래의 무리는 세로로 일렬을 이룬 것이 명백하지만, 오른쪽 위
대각선 무리는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힌트가 필요하다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어들은 같은
무리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운데 아래쪽 상어의 경우 세로로 묶
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오른
쪽 상어 무리와 반드시 겹치기에 정
답은 세로가 아닌 가로입니다.

힌트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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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네 마리씩 무리 지은 상어들을 전부
찾아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어 두 마리와 맞닿지 않도록 탈출하려면, 북쪽
(
)으로 가야 합니다.

힌트가 필요하다면:

4) 세 번 더 움직이면 도착하는 곳 찾기 (42, 46번 카드)
#1

세 번 더 움직이면
여러분은 어디에 도착할까요?

힌트가 필요하다면:

#2
#3

42

구명보트는 두 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1x1, 2x2, 3x3, 4x4, 5x5 사각형의 대각선만큼 움
직이고, [남서쪽 - 북서쪽 - 북동쪽 - 북동쪽 - 북서
쪽 – 남서쪽]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결합하면, 남서쪽으로 대각선 1칸, 북서쪽으로 대각
선 2칸, 북동쪽으로 대각선 3칸, 북동쪽으로 대각선
4칸, 북서쪽으로 대각선 5칸, 다시 남서쪽으로 대각
선 1칸, 남서쪽으로 대각선 2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 더 움직일 경우, 남서쪽으로 대각선 3칸, 북서쪽으로 대각선 4칸, 북동쪽으로 대각선 5칸
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2번 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5) 메시지를 듣고 배를 찾기 (39, 43, 47번 카드)
채널 B-D-C-A 순서로 읽으면,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강한 해류로 배의 방향이 바뀐다. 북동쪽은 피하라.
북서쪽으로 가라. 북쪽은 아니다. 메시지 반복. 강한
해류로 배의 방향이 바뀐다. 북동쪽은 피하라. 북서
쪽으로 가라. 북쪽은 아니다. 메시지 반복.’
따라서 배의 위치는 북서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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