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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마귀할멈이 석상 아래 강가에
나타난다. 누구든 마귀할멈의
으스스한 노래를 듣는 사람은 광기에
빠진다!

무너져가는 석상이 물안개가 부옇게 낀 수면
위로 솟아나 있다. 석상이 든 초승달 모양
칼에는 오래전 죽은 달 사제 여섯 명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언덕 바위를 파서 낸 돌창문을 통해
물에 잠긴 성단소로 들어갈 수 있다.

경쟁 중인 모험가 무리 “너클
본즈”가 사원을 점거했다. 그
중 둘은 호숫가를 탐색 중이다.
이들은 큰 목소리로 춥다고 투덜
거리고 있다.

달 사제의 악령들이 물에 잠긴
성단소에 머물러 있다. 악령들
에게 생명력을 빨려 죽은 이들은
언데드 라이칸스로프로 깨어난다.
보물이 있는 문을 열려면, 반드시
아르테무어(아래 도서관 참조)의
석상에 달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의 석상은 거대 석상의 초승달
칼에 새겨진 이름과 이곳의 초승달
모양 선반 위에 있는 석상을 대조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죽은 사제들이 묶어 둔,
끊어질 듯 말듯한 밧줄이 폭포
옆 절벽에 걸려 있다…
너클본즈 무리 두 명이 공동
침실 폐허에 있는 내리
닫이 쇠창살문을 들어올리
려고 시도한다. 문 저편
보물 상자에 들어 있는
동전은 태양빛 아래에서
사라지고, 달빛 아래에서
다시 나타난다.

해골들이 이 겹방에 숨어
있다. 가마솥 안에서 타
오르는 불길은 마법적인
태양빛으로 간주한다. 이
불길에 화상을 입은 라이칸
스로프는 저주가 치료된다.

복도의 함정은 침입자
들을 은을 입힌 꼬챙
이로 떨어뜨린다!

마을로

하늘의 파편!

1) 늑대
3) 쥐
5) 곰

“너클본즈”의 야영지에서 대기
중인 병약해 보이는 마법사가
환각 마법을 연습 중이다.
달 사제들이 전령으로 쓰던 새들의 후예인, 눈올빼미 의회가
물에 잠긴 예배당에 둥지를 틀었다. 달의 마법으로 긴 생명과
지성을 얻은 고대의 올빼미 “노코미스”가 여전히 살아서 의회를
다스린다. 이들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노코미스는 일행을
돕기 위해 올빼미들을 시켜서 너클본즈를 염탐할 수 있다.

하늘의 파편
누구든 이 달의 조각을 손에 넣는 자는 불사의
능력을 얻지만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
악몽은 현실로 나타나 “달의 족속”으로서
수가 불어날 것이다. 하늘의 파편은 죽어가는
왕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공포의
시대를 열 것이다!

사원의 성수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고 사슴인간이 된 너클
본즈의 대장은 대회의실 폐허에 마법적으로 잠긴 문을 열려고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보석이 있는 이 방은 오직 물에 잠긴
성단소에 있는 석상 중 올바른 석상에 달빛을 비춰야 열린다.
(위 내용 참고)

흉측한 거미인간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다. 성수 그릇에
담긴 오색 영롱한 물을 마시면
달이 뜨지 않는 밤이 다음 번에
새로 올 때까지 무작위 라이
칸스로프(짐승인간)로 변한다.

이 문은 마법적으로 닫혀
있으나, 도서관 쪽에서
열 수 있다.

2) 멧돼지
4) 사슴
6) 거미

별의 도서관에는 달 사교의 기이한 지혜가 보관
되어 있다. 어느 펴 놓은 책에 “아르테무어가
달빛에 잠기면, 보물은 열리리라.” 라는 암시가
쓰여있다. 아르테무어는 거대 석상의 초승달
칼에 적힌 이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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