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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각 플레이어는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한 다음, 자기 캐릭터가 할 줄 아는 기능 여섯 가지를 적습니
다 (예: 검술, 수사, 차 의식, 제기차기 등). 원하는 기능은 얼마든지 적으세요. 글자 크기와 방향
역시 자유롭게 적습니다. 이 종이는 플레이어들의 캐릭터 시트입니다.

찢기
플레이어는 게임 중에 반드시 캐릭터 시트의 일부분을 실제로 ‘찢어야’ 합니다 (이를 “찢기” 라고
합니다). 캐릭터 시트를 찢어야 하는 상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캐릭터의 기능 중 하나를 사
용할 때, ② 캐릭터가 피해를 받을 때.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려는 기능을 최소한 한 글자 이
상 완전하게 찢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제기차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시트에서
‘제’, ‘기’, ‘차’, ‘기’ 중 최소한 한 글자 이상을 완전하게 찢어야 합니다. (실제로 종이를 찢을 때는 정
확히 한 글자만 찢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가 신체나 정신, 또는 마음 등 어느 형태로든 피해를 받으면, GM은 캐릭터 시트에 있는 기
능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플레이어는 해당 기능을 반드시 최소한 한 글자 이상 완전하게 찢어야
합니다.

필사적 노력
플레이어는 게임 중 어느 때든 남은 캐릭터 시트를 공처럼 구긴 다음 GM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GM이 종이에 맞는다면, 캐릭터는 기능 판정을 자동으로 성공합니다 (해당 기능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만약 종이가 빗나간다면 캐릭터는 기능 판정에 실패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행동이 끝난 후 캐릭터는 그 즉시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게임플레이
플레이어 중 하나는 게임마스터를 (GM) 맡으며, 나머지는 캐릭터를 플레이합니다. GM은 배경 세
계를 정한 다음 (판타지, 스페이스 오페라, 서부극 등등) 캐릭터들이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야 할 목
표를 제시합니다. (용을 죽인다, 태양계 바깥으로 밀수품을 빼돌린다, 역마차를 성공적으로 턴다)
플레이어들은 캐릭터들을 연기하여 이야기 속의 사건을 함께 플레이합니다. 캐릭터가 플레이 중
무언가 기능이 필요한 행동을 시도한다면, GM은 플레이어에게 해당 캐릭터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쓸 만한 기능이 없다면 행동은 실패합니다. 만약
쓸 만한 기능이 있다면 플레이어는 “찢기”를 해서 행동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은 시나리오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모든 플레이어 캐릭터가 게임에서 제거될 때 끝납니다.

찢기 규칙
플레이어는 반드시 사용하려는 기능을 최소한 한 글자 이상 완전하게 찢어야 합니다. 찢을 때는
반드시 종이의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모서리로 찢어서 캐릭터 시트의 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찢기는 가위 등의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플레이어의 손으로만 찢어야 합
니다. 또한 찢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손을 놓거나 바꿔서는 안 되며, 한 번에 모두 찢어야 합니다.
찢은 시트의 넓이는 찢기 판(1인치 x 1인치, 또는 2.5cm x 2.5cm)을 충분히 덮을 정도로 넓어야 합
니다.

캐릭터의 약화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기능 사용 때문이든, 신체나 정신, 마음에 입은 피해 때문이든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만약 특정 기능이 캐릭터 시트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시트 위에 남
은 글자가 없다면), 캐릭터는 그 기능을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캐릭터 시트에 글자가 하나라
도 완전하게 남아 있다면, 캐릭터는 해당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훼손된 글자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만약 더는 남은 기능이 없거나, 찢기를 해야 할 때 찢기 판이 들어갈 만큼 캐릭터 시트가 남지
않았다면 캐릭터는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캐릭터는 GM의 재량에 따라 기절하거나, 죽거나, 미치
거나, 모든 힘을 고갈하는 등 이야기에 맞는 상태로 제거됩니다.

반칙
찢기를 할 때, 플레이어가 찢기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반칙입니다 (최소한 한 글자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찢지 않았거나, 찢기 판을 덮을 만큼 찢지 않았거나, 손을 고쳐 잡는 등). 만약 반칙이
발생하면, 캐릭터는 반칙으로 찢은 종이에 더해 다시 한번 찢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