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술 
이 방은 양초들로 쾌적하게 밝혀져 있다. 

깨끗한 백의를 입은 긴 흑발의 여인이 

당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그녀의 손보다 더 긴 침을 들어올린다. 

그 침이 당신의 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것의 끝은 촛불에 반짝인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A. 당신의 탐험가를 인접한 방에 놓
으십시오. 분별력 1점을 잃으십시
오. 

B. 당신은 완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
니다: 

0-2 속력 1점과 완력 1점을 잃으십시
오. 

3-4 속력 1점과 완력 1점을 얻으십시
오. 

5+ 속력 1점과 완력 1점과 분별력 1
점을 얻으십시오. 

봉분 
갓 죽은 시신을 뒤덮은 한 무더기의 

바위들. 너무 신선하다. 

BURIAL MOUND 봉분 토큰을 이 방에 

놓으십시오.  

헌트가 폭로된 후에, 탐험가가 이 방에

서 나갈 때에 그 시신은 그 탐험가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 탐험가의 오른쪽 플

레이어는 그 시신으로서 그 탐험가에게 

완력 4 공격을 합니다. 

그 탐험가가 그 시신을 3 이상의 차이로 
제압한다면 봉분 토큰을 버리십시오. 

계약 
이것은 능력을 주는 보답으로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는 계약이다. 

당신은 그 계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한다면 세부항목을 읽기 

위해서 지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니다: 

0-1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거저 주는 것
에 서명한다. 분별력 1점을 잃으십
시오. 

2-3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잃지만 능력
을 얻는다. 분별력 1점을 잃으십시
오. 물품 카드 1장을 뽑으십시오. 

4 당신은 작은 허점을 찾아내서 당신
의 영혼을 유지한다. 물품 카드 1
장을 뽑으십시오. 

5+ 당신은 그 계약이 강제적이지 않음
을 찾아내서 당신의 영혼을 유지한
다. 분별력 1점을 얻으십시오. 물
품 카드 1장을 뽑으십시오. 

파리지옥 
거대한 이국 식물이 정교한조명·배관 

장치 밑에 있다. 그것의 잎들은 

갈색이고 시들어 있고, 그것의 거대한 꽃 

꼬투리는 자양물을 기다리며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그것은 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의 피를 먹어야 한다. 

육체적 피해를 주사위 1개만큼 받으십

시오. 

PLANT 식물 토큰 1개를 이 방에 놓고 

이 카드를 소지하십시오. 

헌트가 폭로된 후에, 상대 (영웅이나 배

반자, 괴물)이 이 방에 들어올 때에 당신

은 그 상대에게 완력 7 공격을 할 수 있

습니다. 

기계 속의 유령 
작은 텔레비전에서 전기불꽃이 

튀는 동안에 탁탁거리는 소리가 

당신을 놀라게 한다. 새하얀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 집의 어딘가에서 노는 

아이의 형태를 알아본다. 그녀는 

그녀의 놀이를 멈추고 당신을 향해 

돌아서며 자신과 놀자고 손짓한다. 

그 텔레비전은 다시 한 번 꺼진다. 

당신은 분별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니다: 

0-2 완력 1점을 잃으십시오. 이 카드를 
소지하십시오. 각 다른 탐험가는 
당신의 다음 턴의 시작 시까지 그
의 턴 동안에 1칸만 이동할 수 있
습니다. 당신의 다음 턴의 시작 시
에 이 사건 카드를 버리십시오. 

3+ 방 더미에서 지붕층 방 타일 1개를 
뽑으십시오. 그 방 타일을 집에 연
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탐
험가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낙뢰 
당신은 섬광을 본 때부터 초를 센다. 

1초. 

지붕층이나 외부 방에 있는 각 탐험가는 

완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니다: 

0 육체적 피해 2점을 받으십시오. 

1-3 육체적 피해 1점을 받으십시오.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개 낀 아치 
형형색색의 안개로 채워진 

벽 속의 아치길. 

당신은 그 아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주사위 3개를 굴

리십시오: 

0 당신은 무언가를 잃어 버렸다. 당
신의 탐험가를 ENTRANCE HALL 
현관에 놓으십시오. 물품 카드 1장
을 버리십시오. 

1-2 당신은 왠지 바뀌었다. 당신의 탐
험가를 현관에 놓으십시오. 당신
의 인물 카드를 뒤집으며 당신의 
각 특성을 시작 숫자로 재조정하십
시오. 

3-4 당신의 탐험가를 개방된 출입문이 
있는 원하는 방에 놓으십시오. 

5-6 당신의 탐험가를 개방된 출입문이 
있는 원하는 방에 놓으십시오. 물
품 카드 1장을 뽑으십시오. 

돌연변이 
애완동물 

가냘프게 우는 소리. 벽 안쪽에서 

들려왔다. 고양이인가? 두 번째로 

울부짖는 소리가 그 벽의 같은 지점에서 

다른 고양이 소리로 나온다. 두 마리인가? 

당신은 밖으로 나오려 긁는 소리를 

하나만 듣는다. 두 머리인가?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려 회반죽을 긁는다. 

당신은 속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니다: 

0-3 그 애완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육체
적 피해 1점을 받으십시오. 

4+ 속력 1점과 분별력 1점을 얻으십
시오. 

왼손 
당신의 손은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불탄다. 그 고통은 

압도적이어서 당신은 손을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당신이 목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에 

그 비명은 당신의 목 안에서 사라진다. 

당신은 손가락들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시도하자 그 손은 당신의 목을 향해 

저절로 움직인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A. 당신의 손을 절단한다. 완력 1점을 
잃고 분별력 1점을 얻으십시오. 

B. 당신의 손을 대체한다. 완력 1점을 
잃으십시오. 물품 카드 1장을 뽑
으십시오. 

C. 당신의 손을 유지한다. 완력 1점을 
얻고 분별력 2점을 잃으십시오. 
당신의 탐험가를 징조 기호  .
가 있는 가장 가까운 방에 놓으십
시오. 징조 카드 1장을 뽑으십시
오. 

벽에 눈이 있다 
색 바랜 일련의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다. 그들의 눈은 당신을 

따르는 것 같다. 단지 화가의 속임수인가? 

아니, 쉿. 생기 없는 얼굴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 

당신은 분별력 굴림을 시도해야 합니다: 

0-2 분별력 1점을 잃으십시오. 

3 지력 1점을 얻으십시오. 

4+ ARSENAL 무기고가 발견되었다면 
당신의 탐험가를 그 방에 놓으십시
오. 물품 카드 1장을 뽑으십시오; 
무기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방 더
미에서 그 방 타일을 찾아서 집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 더미
를 섞고 마치 당신이 방금 무기고
를 발견한 것처럼 당신의 탐험가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올해가 몇 년이지? 
당신은 그 문을 지나가고 멈춘다. 당신은 

이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수 년 

전, 그 사고 이전에. 당신은 창문 속에서 

당신의 상을 발견하고 당신의 얼굴은 

매우 어려 보인다. 그러나 이때에 당신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완력 1점과 지력 1점을 얻고 분별력 1점

을 잃으십시오. 

헌트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헌트가 폭로

될 때까지 이 카드를 소지하십시오. 

헌트가 폭로되었거나 폭로된다면 상대

편은 그들의 헌트에 있는 이탤릭체로 된, 

시작 이야기 텍스트와 종료 이야기 텍스

트를 큰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에 이 사건 카드를 버리십시오. 

청사진 
이 집의 오래된 지도. 

당신은 당신의 이동을 위한, 또는 방에 

들어가거나 방에서 나오거나 방을 건너

가기 위한 굴림을 시도하기 전에 그 굴

림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식기용승강기   가 있는 방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붐스틱 
무기* 

누군가가 활톱으로 녹슬고 많이 사용된, 

샷건의 총열을 잘랐다. 적어도 그는 좋은 

탄약통 2개를 남겼다.  

당신이 이 카드를 뽑으면 ITEM 물품 토

큰 2개를 이 카드 위에 놓으십시오. 당

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공격을 하

는 대신에 이 카드 위에서 물품 토큰 1

개를 버리고 붐스틱을 사용하여 속력 7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붐스틱을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 위에 남은 물품 토큰이 없다면 
이 물품 카드를 버리십시오. 

캠코더 
이전 탐험가에게서 남겨진 이 테이프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은 그것을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 

당신이 이 카드를 뽑으면 KNOWLEDGE 
ROLL 지력 굴림 토큰들을 탐험가들의 

수만큼 이 카드 위에 놓으십시오. 캠코

더를 소지하는 탐험가는 그의 턴 동안에 

1번, 이 카드 위에서 지력 굴림 토큰 1

개를 가져오고 캠코더를 사용하여 지력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탐험가는 

이미 해당하는 지력 굴림 토큰을 소지한

다면 그 토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카드 위에 남은 지력 굴림 토큰이 없
다면 이 물품 카드와 해당하는 지력 굴
림 토큰들을 전부 버리십시오. 

예복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의 것인지 

희생당하는 사람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분별력 

굴림이나 지력 굴림을 시도한 후에 예복

을 사용하여 주사위들을 원하는 만큼 다

시 굴릴 수 있습니다. 

사슬톱 
무기* 

부웅, 죽이는데~, 부웅.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사슬톱을 사용

하여 완력 공격을 할 때에 주사위를 1개 

더 굴립니다. 당신은 방어할 때에도 사

슬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슬톱을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필 
갈린 뼈와 밀랍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그리기용 막대. 

당신은 방어할 때에 완력 대신에 지력으

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장치 
이 세계의 것이 아닌 것들을 측정하려 

사용되는, 뒤죽박죽 섞인 선과 유리 기구. 

당신은 당신의 턴의 종료 시에 상대와 

같은 방에 있다면 지력 1점을 얻으십시

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무엇이든지 탈

취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에 장치를 사용

하여 주사위를 3개 더 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장치를 사용한 후에 이 물품 카
드를 버리십시오. 



모형 
주의 깊게 손으로 만들어진 이 인형은 

당신의 옷과 같지만 작은 옷을 입고 있다. 

당신은 모형을 소지하는 동안에 (공격할 

때에도 방어할 때에도 아닌) 특성 굴림

을 할 때에 주사위를 1개 더 굴립니다. 

당신이 모형을 잃는다면 각 특성을 주사

위 1개만큼씩 잃으십시오. 

목걸이사진갑 
가는 황금 사슬에 걸려 있는 

사랑의 기념품 

분별력 1점을 얻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만이 아닌) 

언제든지 정신적 피해를 1점만큼 덜 받

습니다. 

당신이 목걸이사진갑을 잃는다면 분별

력 1점을 잃으십시오. 

가짜 약 
닳은 표에 새로운 활력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 있다. 그 냄새는 유독하지 않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가짜 약

을 당신 자신, 또는 당신과 같은 방에 있

는 살아 있는 다른 탐험가 1명에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당신/그 탐험가의 육체

적 특성들 중 1종류 그리고/또는 정신적 

특성들 중 1종류를 시작 숫자까지 높입

니다. 

당신이 가짜 약을 사용한 후에 이 물품 
카드를 버리십시오. 

찻주전자 
연분홍 꽃무늬가 있는 자기 찻주전자. 

그것은 소원들을 들어준다, 비용을 받고.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당신 자

신, 또는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탐

험가가 육체적 피해를 받을 때에 찻주전

자를 사용하여 물품 카드 1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반자이거나 배반자가 된다면 
이 물품 카드를 물품 더미에 넣고 섞으
십시오. 

혈석 
매끄럽고 한밤 중의 숲처럼 짙은 녹색인, 

이 돌에는 진홍색의 결이 있다. 사람들은 

돌에서 피를 얻으려 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말을 한다. 

그들은 이 돌을 물어보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당신의 

특성 굴림을 시도할 때에 원하는 특성 1

점을 잃고 혈석을 사용하여 주사위를 2

개 더 (최대 8개까지만) 굴릴 수 있습니

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상자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상자 밖을 

생각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상자 안에서 

그칠 것임을 걱정한다. 

당신이 이 카드를 뽑으면 물품 카드 1장

을 뽑아서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이 카

드 위에 놓으십시오]. 그 물품은 사용될 

수도 없고 유기될 수도 없고 교환될 수

도 없습니다. 그 물품이 탈취될 것이라

면 당신은 그 대신에 이 징조 카드를 버

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상자를 

사용하여 열고 (상자가 비어 있지 않다

면 먼저 상자 안에서 물품을 상자 밖으

로 빼고) 당신의 다른 물품 카드 1장을 

상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자는 탈취될 수 없습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고양이 
동료* 

고양이가 당신과 마주쳤고, 당신은 

불운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당신이 

고양이와 마주쳤고, 그것에 대해 그리 

기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고양이인지도 

모른다. 이제 고양이는 당신과 동행한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특성 굴

림을 시도하기 전에 행운을 바라며 고양

이를 불러 주사위 1개를 굴릴 수 있습니

다: 

0 그 굴림의 결과에서 2를 빼십시오. 

1+ 그 굴림의 결과에 2를 더하십시오. 

고양이는 유기될 수도 없고 교환될 수도 
없고 탈취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열쇠 
당신은 이 집 안에 있는 자물쇠들을 전부 

열 방법에 대해 궁금해 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애초에 왜 잠갔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잠긴 금고나 LOCKED ROOM 잠

긴 방, VAULT 금고실과 같이, 카드나 

방 타일로부터 무엇이든지 열거나 가져

오기 위한 굴림을 시도할 때에 주사위를 

4개 더 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긴 방의 출입문에서 LOCK 자

물쇠 토큰을 버리지 않고, 그 방에 들어

가거나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

신은 당신의 턴의 시작 시에 잠긴 방이

나 그 방에 인접한 방에 있다면 당신은 

자물쇠 토큰 1개를 잠긴 방의 개방된 출

입문 1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편지 
잉크로 휘갈겨 쓰인 것 

혹은 비슷한 무언가. 

당신은 이 카드를 뽑으면 당신의 탐험가 

토큰 1개를 다른 플레이어 1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편지를 사용하

고 다른 플레이어가 소지하는 당신의 탐

험가 토큰 1개를 버리게 하여 당신의 탐

험가를 그 토큰을 버린 플레이어의 탐험

가가 있는 방에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당신이 편지를 사용한 후에 이 징조 카
드를 버리십시오. 

사진 
당신이 볼 때마다 이 사진은 

이 집의 다른 방을 보이며 바뀐다. 

아마도 이 집일 것이다. 

당신은 방을 발견할 때에 첫 번째로 뽑

힌 적합한 방 타일을 버리고 다음으로 

적합한 방 타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밧줄 
아마도 이 밧줄은 누군가의 목을 

매달으려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당신은 COAL CHUTE 석탄활송로로 올

라가거나  BALLROOM 무도회장에서 

GALLERY 화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

다. 당신은 CHASM 틈을 건너가기 위한 

굴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COLLAPSED ROOM 무너진 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BELOW 
COLLAPSED ROOM 무너진 방 밑 토

큰이 있는 방에서 무너진 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식기용승강기   를 통해 이동할 

때에 원하는 층계참으로 이동할 수 있습

니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유리병 
미친 할머니가 당신이 황색으로 빛나는 

이 물약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를 그렇게 늙고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유리병을 

사용하여 주사위 2개를 굴릴 수 있습니

다: 

0 독이다! 육체적 피해 2점을 받으십
시오. 

1 환상과 꿈. 정신적 피해 2점을 받
으십시오. 물품 카드 1장을 뽑으십
시오. 

2 실패한 실험. 아무 효과도 없습니
다. 

3 활기를 주는 토닉. 육체적 특성 1
점을 얻으십시오. 

4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의 피. 분별
력을 제외한 각 특성을 1점씩 얻고 
분별력 2점을 잃으십시오. 

지금 헌트 굴림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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