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개요
판타지 왕국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 
에 카드 더미 혹은 공개된 카드 중에서 한 장 
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고, 다시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언제나 7장의 카드를 
유지하고, 게임이 끝난 뒤 최선의 조합으로 
최고의 득점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카드에는 점수, 이름, 종류, 기능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름 - 모든 카드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2. 종류 - 종류는 명칭과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모두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군대, 지도자, 마법사, 무기, 
유물, 야수, 땅, 날씨, 물, 불, 불명 

3. 기본 힘 - 기본 힘은 0~40까지 있습니다.

4. 보너스, 페널티 - 모든 카드에는 보너스, 
혹은 페널티, 혹은 둘 다 있습니다. 이는 
다른 카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점수 계산 항목 참고)

당신은 머나먼 곳 신비의 땅을 통치하는 군주입니다.  
군주의 목표는 위대한 왕국을 만드는 것. 앞을 가로막는 위험들을 
없앨 수 있는 군대도 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은 아닙니다. 
위대한 자연의 힘들을 모아서 강력한 요새를 만들 수 도 있고, 왕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보화와 유물들을 모을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명망있는 마법사나 능력있는    
 지도자를 규합할 수 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 그 선택에 따라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성품
카드 53장 

규칙서 1부

점수 패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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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행
준비 : 모든 카드를 잘 섞은 뒤, 플레이어들에게 7장씩 나눠줍니다. 각자 카드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손에 듭니다. 남은 카드 더미를 뒷면이 보이게 해서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정한 뒤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 자신의 차례가 되면 더미 맨 위의 카드, 혹은 테이블 위에 공개된 카드 중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시작 플레이어는 무조건 더미 맨 위의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카드를 가져온 플레이어는 손에 있는 카드들을 잘 살핀뒤, 한 장을 골라서 테이블 위에 
앞면이 보이게 버리고, 다음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버려지는 카드들은 더미로 쌓이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늘어 놓습니다.

종료 : 게임은 버려진 카드가 10장이 되면 끝납니다. 각 플레이어는 손에 있는 카드들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동점일 때는 카드들의 기본 힘의 총합이 가장 작은 이가 승리합니다.

점수 계산
점수 계산시에는 카드 당 기본 힘, 그리고 보너스나 페널티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손에 있는 카드 모두를 계산해서 합산 
합니다. 점수 계산시에는 손에 있는 카드들만을 고려합니다. 
(예외 : 신기루, 변신 능력자). ‘무효’가 된 카드들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각자의 손에 있는 

카드들은 점수 계산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카드 더미

3인 플레이 준비 예시

버리는 카드 공간



  제거
일부 보너스는 다른 카드의 페널티를 모두, 혹은 일부를 제거합니다.

페널티가 제거된 카드라해도 여전히 종류와 기본 힘과 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적용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장당
손에 있는 특정 종류의 카드 장수만큼 보너스나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종류는 같되, 이름이 같지 않은 모든 카드들을 따집니다.

   다른 ~ 이 설명이 쓰여진 카드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보너스와 페널티 내용은 카드 설명을 따르세요.

보너스와 페널티에서 사용된 표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자의 손에 있는 

카드들은 점수 계산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있으면

특정 카드나 종류가 손에 있을 경우 해당 보너스를 받습니다. 

이 경우 보너스는 한 번만 받습니다.

예: 마법 지팡이는 아무 마법사 카드가 있을 경우 +25를 줍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두 명이어도 보너스는 한 번만 받습니다.

~ 없으면 (있으면) 

    이 카드는 무효
손에 명시된 카드가 없으면 (있으면) 이 카드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일부 페널티는 특정한 다른 카드들을 무효로 만듭니다. 무효가 된 카드는

기본 힘, 종류, 보너스, 페널티 모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는 설명에 그려진 중앙선의 위나 아래의 설명 중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계산 시작과 함께 준영은 신기루로 폭풍우를 
복사한다고 선언합니다. 원래 폭풍우는 들불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복사된 폭풍우는  
기본 힘, 보너스, 페널티가 없으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홍수는 원래 기능대로 
들불을 무효로 만듭니다. 하지만 산이 물의 
페널티를 제거하기 때문에 들불은 살아납니다. 
대기의 정령은 연기, 회오리바람, 
(복사된) 폭풍우로 45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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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예시입니다.

변화의 책으로 아무 카드를 마법사로 
바꿔서 양초와 종탑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왕을 바꾸면 
케드의 검, 케드의 방패 보너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합니다.) 변화의 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종류뿐입니다. 원래 
카드의 이름이나 그에 적혀 있는 보너스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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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용 변형 규칙
두 명이서 할 때는 준비 단계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간의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 손에 카드를 들지 않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버려진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와서 버리지 않거나, 더미에서 두 장을 가져와서 한 장을 선택하고 남은 한 장을 
버립니다. 이렇게해서 손에 모두 7장의 카드를 들 때까지 진행합니다. 

진행 : 이후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종료 : 손에 모두 7장을  든 상태에서, 버려진 카드가 적어도 12장 이상이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 단계를 마치는 즉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3~7인용 '혼돈의 플레이' 변형 규칙

준비 : 모든 플레이어는 7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을 결정합니다. 숙련자들 
끼리라면 경우 5분,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보다 좀 더 긴 시간으로 정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어들이 서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가급적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진행 :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 시간 동안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유로이 다른 상대와 1:1로 
카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서나 차례가 없습니다.

종료 : 시간이 다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손에 강령술사가 있는 플레이어는 더미에서 
카드 3장을 뽑은 뒤 한 장을 골라서 손에 더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점수를 계산합니다.

Q: 만약 두 장의 카드의 기능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 흔하지는 않지만 카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도플갱어, 신기루, 변신능력자의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나서 변화의 책을 사용합니다. 다음 어떤 페널티, 혹은 페널티의 일부를 제거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카드들의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예: 당신은 현재 눈보라 (물 무효), 대홍수 (불과 땅 무효), 들불 (땅 무효), 동굴 (날씨 페널티 
제거)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동굴이 눈보라의 페널티를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대홍수는 여전히 

변형 규칙

Q & A



유지되어서 들불과 동굴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렇다 해도 동굴은 미리 눈보라의 페널티를 이미 
제거했습니다. 현재 손에 남은 (무효가 되지 않은) 카드는 눈보라, 대홍수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동굴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물이 무효가 되어 대홍수가 사라지고 남은 카드는 눈보라와 들불이 

될 것입니다.

Q: 도플갱어가 바실리스크를 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만약 이 카드들의 페널티를 제거해 주는 카드가 없다면 두 카드 모두 무효가 됩니다.

Q: 변화의 책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변화의 책은 다른 카드 한 장의 종류를 바꿔줍니다. 어떤 종류로 바꿀 것일지는 다른 
카드의 보너스나 페널티를 적용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원래 카드의 페널티, 보너스, 
기본 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Q: 돌격대와 전함에서 “페널티에서 ‘군대’를 제거”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A: 페널티의 내용에서 군대란 단어를 없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Q: 돌격대는 나의 다른 군대 카드들을 들불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나요?

A : 아니요. 돌격대는 “모든 카드의 페널티에서 ‘군대’를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불의 
내용중에 ‘군대’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들불은 모든 군대 카드들을 무효로 만듭니다.

Q: 돌격대와 전투 비행선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군대’ 제거는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므로, 전투 비행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Q: 변신 능력자와 신기루의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A : 이 카드들은 다른 카드 한장의 이름과 종류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때 복사할 카드가 
당신의 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능들은 대부분 손에 있는 다른 카드의 보너스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복사 기능을 사용하는 신기루나 변신 능력자의 이름과 종류는 
제거됩니다. 이 기능으로 복사할 때, 복사할 이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종류만 고려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수와 대장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기 종류가 필요하다면, 
“변신 능력자는 무기로 간주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복사 능력을 사용해도 기본 힘은 여전히 0입니다. 이를 질서의 보석 보너스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이름과 종류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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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엠 팩토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길 8

070-7720-0145

BOARDM.CO.KR

BOARDMFACTORY.COM  

코리아보드게임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10
전화: 031-965-7455
팩스: 031-965-7466
www.koreaboardgames.com
www.divedice.com
www.akongdakong.co.kr

제작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