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A

어떤 집단이 공동체 내에서 가장 지위가 높나요? 어떻게 해야 이 집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또는…

공동체 내에 가족 집단이 있나요? 가족이 있다면 어떤 형태인가요?

2

지도에 물이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또는…

지도에 거대한 인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왜 버려졌나요?

3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누구인가요?

또는…

공동체 내 젊은이 두 명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나요?

4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가 공동체에 부족합니다. 어떤
도구인가요?

또는…

음식을 어디에 보관하나요? 왜 음식을 보관하기 위험한 장소인가요?

5

이 일대에는 불안한 전설이 떠돕니다. 어떤 전설인가요?

또는…

무서운 날씨 탓에 무언가 파괴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파괴됐나요?

6

공동체에 어린아이가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또는…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몇 살 정도인가요?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게 있나요?

7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나요? 누가, 왜 잠자리에 불만을 품나요?

또는…

이 근처에 어떤 육식동물이 배회하나요? 공동체는 안전한가요?

8

옛날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망가졌지만 고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엇인가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또는…

옛날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계는 위험하고 저주받았습니다.
공동체는 이 기계를 어떻게 파괴하나요?

9

매력적인 젊은 여인이 자신의 정교한 계획을 도와달라고 여러 사람을
설득합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누가 여인을 도와주나요? 이를 반영해
계획을 착수하세요.

또는…

매력적인 젊은 여인이 여러 사람을 위험하고 나쁜 일에 가담시킵니다.
여인은 왜 이런 짓을 하나요? 공동체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10

지도 어딘가에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왜 이
공동체와 떨어져 있나요?

또는…

공동체는 어떤 신념이나 관행으로 결속했나요?

J

좋은 징조를 봅니다. 어떤 징조인가요?

또는…

나쁜 징조를 봅니다. 어떤 징조인가요?

Q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흉한 것은 무엇인가요?

K

어느 젊은 소년이 땅을 파다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또는…

노인 하나가 과거에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고백합니다. 노인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여름
A

공동체 내 어느 집단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구인가요? 무엇을
요구하나요?

또는…

공동체 내 어느 집단이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어떤 것을, 왜
망가뜨렸나요? 고칠 수는 있나요?

2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누구인가요? 왜 곤경에 처했나요?”

또는…

누군가가 공동체를 떠납니다. 누구인가요? 무엇을 찾아 떠났나요?

3

여름은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계절입니다. 식량 생산과 관련된 계획을
착수하세요.

또는…

여름은 힘을 모아 정복하는 계절입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정복하는
계획을 착수하세요.

4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나요?

또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이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도와야 합니다.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5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어째서 일찍 완료되었나요?

또는…

날씨가 좋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6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옵니다. 이들은 왜 위험한가요? 이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옵니다. 얼마나 많나요? 이들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7

지도 가장자리에 신기한 수수께끼가 출현합니다.

또는…

내버려뒀던 일이 갑자기 끔찍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8

누군가가 공동체를 강제로 지배하려 합니다. 성공했나요?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또는…

고집이 센 공동체 구성원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바보
같은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9

계획 하나가 실패합니다. 무슨 계획인가요? 왜 실패했나요?

또는…

무언가 잘못되어서 가진 자원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족 자원을
하나 추가하세요.

10

물자, 또는 자원이 숨겨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풍족 자원을 하나
추가하세요.

또는…

자원 부족 문제가 너무 오래 방치됐습니다! 부족 자원 하나를 해결하는
계획을 착수하세요.

J

나쁜 징조가 보이고, 육식동물들이 주변을 맴돕니다. 부주의한 탓에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실종됩니다. 누구인가요?

또는…

나쁜 징조가 보이고, 육식동물들이 주변을 맴돕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계를 강화하나요?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어느 계획인가요? 어째서 일찍 완료했나요?
Q

K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 없다면, 사람들은 따분함에 질려 서로 다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여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카드 더미 위의 카드 두 장을 버리고, 이번 주에는 행동을 두 번 하세요.

가을
A

공동체가 어떤 계획 하나에 집착합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왜 집착하나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 계획을 완벽하게 진행 하려고 시간을 더욱 들입니다. 해당 계획의 주사위 숫자를 3 높이세요.
• 이 계획에 집중하려고 다른 계획을 모두 포기합니다. 다른 계획이 모두 실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 없다면, 사람들은 거창한 꿈에 사로잡힙니다. 이번 주 행동에 덧붙여, 그 꿈과 관련된 토의를 엽니다.

2

누군가가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나요?

또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

누군가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며 공동체를 떠납니다. 누구인가요? 어떤
경고인가요?

또는…

누군가가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고, 공동체는 재앙을 피하고자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경고와 관련지어서 논쟁이 될 만한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4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나요?

또는…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5

어느 종교 교구의 사람들이 옵니다. 누구인가요? 왜, 무슨 목적으로 이
공동체를 선택했나요?

또는…

소규모의 약탈자 무리가 이 근방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수가 얼마나
되나요? 어떤 무기를 가졌나요?

6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맴도는 어두운 수수께끼 하나를 등장시키세요.

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계획 하나가
실패합니다.

7

계획 하나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해당 계획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세요(주사위는 바꾸지 않습니다). 계획이 끝나면, 이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가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는…

무언가 잘못되어서 가진 자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족 자원을
하나 추가하세요.

8

누군가가 방해 공작을 펼쳐서 계획 하나가 실패합니다. 누가, 왜
그랬나요?

또는…

누군가가 방해 공작을 펼치려다가 붙잡힙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9

공동체가 열심히 일해서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지도를 더욱 철저하게 탐사해서 이전에 못 보고 지나친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10

풍요로운 수확을 했습니다. 풍족 자원을 하나 추가하세요.

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적을 몰아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던 세력을
지도에서 제거하세요.

J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어느 계획인가요? 어째서 일찍 완료됐나요?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 없다면, 동요가 일어나서 서로 반감이 생기고, 이 때문에 폭력사태가 벌어집니다. 누가 다쳤나요?

Q

질병이 공동체를 휩씁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 한 주 내내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합니다.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 아무도 뭘 할지 모릅니다. 부족 자원에 “건강과 위생”을 추가하세요.

K

이 지역에 자연 재앙이 덮칩니다. 어떤 재앙인가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신경을 쏟습니다. 풍족 자원을 하나 지우고, 계획 하나가 실패합니다.
• 어떻게든 물자를 지키고 작업을 완료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 결과 사람 몇 명이 죽습니다.

겨울
A

이제는 힘과 자원을 비축할 때입니다. 계획 하나가 실패하지만, 풍족
자원 하나를 추가합니다.

또는…

이제 마지막 노력을 다해 일을 빨리 마무리할 때입니다.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하지만, 부족 자원 하나를 추가합니다.

2

고집 센 사람이 공동체의 일을 책임집니다. 계획 하나가 실패하지만,
다른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또는…

고집 센 사람이 공동체의 일을 책임집니다.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방해했나요? 갈등이 일어나서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3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큰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계획 하나를
일찍 완료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또는…

누군가가 차디찬 겨울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4

동물과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주 행동에 덧붙여,
이와 관련된 토의를 엽니다.

또는…

끔찍한 악행이 드러납니다. 어떤 짓인가요? 누가 밝혔나요?

5

겨울 날씨 때문에 식량 자원 하나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식량 자원이었다면, 부족 자원으로 추가하세요.

또는…

겨울 때문에 모두가 춥고, 지치고, 우울해 합니다.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6

이제는 경계 내로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정착지 바깥의 계획은 모두
실패하며, 이번 주에는 계획 주사위를 2씩 낮춥니다.

또는…

누군가가 지도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과 관련된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7

8

이 지역의 겨울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날씨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겨울은 매섭고, 절망감 때문에 공포가 퍼집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난폭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한 주를 보냅니다. 이번 주를 즉시 마치세요.
•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는 계획 착수로 간주합니다.

9

누군가가 이 추운 겨울에 홀로 실종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공동체에서 수색대를 조직해서 결국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의 계획 주사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 이후 아무도 실종자의 소식을 영영 듣지 못합니다.

10

다가오는 새해에 대비해서 거대한 작업을 착수합니다.
최소 5주가 걸리는 계획 하나를 착수하세요.

J

병에 걸린 이방인들이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일부 필요한 물건을 지녔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 이들을 환영합니다. 부족 자원 하나를 지우세요. 하지만 공동체에 질병이 퍼집니다.
•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부족 자원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 더욱 매우 급하게 필요해졌나요?

Q

좋은 징조를 봅니다. 어떤 징조인가요?

K

서리몰이꾼이 도착합니다. 게임을 마칩니다.

요약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