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찌 

: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

다. 

양초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이 있는] 

1장을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이 그
렇게 한다면 대상은 [1] 1장을 뽑는

다! 

수도시설 

: 어떤 효과도 없다. 

젓가락 

: [1] 덱에 [기본]가 1장 이상 있다면 
당신은 그 덱에서 [맨 밑, 기본]를 달
성가능한 업적들로 보낼 수 있다. 

면 

: 아무 상대 플레이어의 손보다 당신

의 손에 [1]들이 더 많이 있다면 당신
은 [2]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1] 1장을 뽑는다. 

비누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색깔 1종
류]들을 원하는 만큼 끼워넣을 수 있
다. 당신이 3장 이상 끼워넣는다면 당
신은 자격이 있다면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업적화할 수 있다. 

빗 

: 당신은 색깔 1종류를 선택한다. 당
신은 [1] 4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당
신은 그 카드들 중 [그 색깔]들 모두

를 가진 다음에 나머지를 반납한다. 

아이스 스케이트화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3장
까지 반납한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
마다, 당신은 [2] 1장을 뽑아서 내려
놓거나; 또는 [3] 1장을 뽑아서 예견
화한다.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최고 시대] 1장을 반납한다. 

우산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원

하는 만큼 반납한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마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2장을 점수화한다. 

주사위 

: 당신은 [1] 1장을 뽑는다. 그 카드

가 [보너스가 있는]라면 당신은 그 카
드를 공개한다. 당신은 [그 카드의 보

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
서 내려놓는다. 

향수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나
의 보드에 있는 어떤 [맨 위]와도 다
른 시대 1종류] 1장을 나의 보드로 보

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대상이 보내는 카드와 같은 시대] 1
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자 

: 어떤 효과도 없다. 

종 

: 당신은 [2]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

다. 

플루트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보너스가 있

는] 1장을 반납한다! 
: 당신은 [1] 1장을 뽑는다. 그 카드

가 [보너스가 있는]라면 당신은 그 카
드를 공개한 다음에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한다. 

인형 

: 어떤 효과도 없다. 

석궁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보너스가 있
는]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1] 1
장을 뽑는다! 

편자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

도 ■도 없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
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2]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칫솔 

: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들을 왼
쪽으로 펼칠 수 있다. 
: [2] 덱에 [기본]가 1장 이상 있다면 
당신은 그 덱에서 [맨 밑, 기본]를 달
성가능한 업적들로 보낼 수 있다. 

수차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보너스가 있
는] 1장을 끼워넣는다. 당신이 그렇게 한
다면 당신은 [그 카드의 보너스 가치와 같
은 시대] 1장을 뽑는다. 당신이 뽑는 카드
가 [보너스가 있는]라면 당신은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한다. 

유리 불기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초록이 아닌, 최저 시대]보다 3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가위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2장
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카
드마다, 당신은 그 카드를 내려놓거나 점
수화한다. 
: “종이” 카드가 아무 플레이어의 보드에 
있는 [맨 위]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당신
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지렛대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원
하는 만큼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
납하는 [서로 같은 시대] 2장마다, 당

신은 [그 카드들보다 1이 더 높은 시
대] 1장을 뽑는다. 

언어학 

: 당신의 보드에 보너스가 1개 이상 
있다면 당신은 [그 보너스 가치들 중 
1종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는다. 

차투랑가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보너스가 있
는] 1장을 내려놓는다. 당신이 그렇게 한
다면 당신은 [그 카드의 보너스 가치와 같
은 시대] 2장을 뽑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들의 종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불탑 

: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당
신의 손에 [그 카드와 같은 색깔]가 있다
면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카드를 끼
워넣은 다음에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를 내
려놓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이 공
개하는 카드를 예견화한다. 

일본도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

이 있는] 2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
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그 카드들에 있는 ■들의 개수와 같
은 시대] 1장을 뽑아서 나의 예견 더
미로 보낸다! 

액화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 있는 최고 
보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
아서 나의 점수 더미나 예견 더미로 

보낸다! 

체취제거제 

: 당신의 보드에 [맨 위, ■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내
려놓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4] 1
장을 뽑는다. 

사포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원하는 만큼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마다, 당신은 [3] 1장
을 뽑는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내려놓는다. 

공익신탁 

: 당신은 “공익신탁” 카드의 에코 효
과로 당신이 뽑은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를 반
납하거나 자격이 있다면 업적화한다. 

전서구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나의 
손에 있는 서로 같거나 다른 시대] 2
장을 반납한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이나 초록]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책력 

: 당신은 당신의 예견 더미에 있는 
[보너스가 있는] 1장을 점수화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의 보너스 가치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돋보기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서로 같은 
시대] 3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들보
다 2가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이나 파랑]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소설 

: 당신은 [3] 1장을 뽑는다. 당신은 당신
의 [보라]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 보라가 
아닌]에 ■이 아닌 공통 아이콘이 있다면 
당신은 “패권” 업적을 달성한다. 

선글라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당신의 
[보라가 아닌 색깔 1종류]들이 펼쳐
져 있는 방향으로 펼치거나; 당신의 
[보라가 아닌 색깔 1종류]들을 당신
의 [보라]들이 펼쳐져 있는 방향으로 
펼칠 수 있다. 

거북선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
이 있는]들 모두를 반납한다! 대상은 
[4]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 이 요구로 상대 플레이어들이 반납

한 카드 2장마다, 당신은 [4]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수리검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빨

강이 아닌, ■이나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4] 1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기압계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보너스 

가치 1종류보다 2가 더 높은 시대] 1
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 당신의 예견 더미에 카드들이 5장 
이상 있다면 당신은 “운명” 업적을 달
성한다. 

연필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3장까지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마
다, 당신은 [당신이 반납하는 [최고 시대]
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는다. 당
신은 당신이 뽑는 카드들 중 1장을 예견화
한 다음에 당신은 나머지를 반납한다. 

친츠 

: 당신은 [4] 1장을 뽑는다. 

: 당신의 손에 카드가 1장만 있다면 
당신은 [4] 1장을 뽑은 다음에 [4] 1
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지구본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3장
까지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납하
는 카드마다, 당신은 당신의 [색깔 1
종류]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당
신이 2장 이상 반납한다면 당신은 [6] 
1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계산자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최저 시대]의 ‘시대’와 당신의 펼쳐져 
있는 색깔들의 ‘종류’의 총합과 같은 

시대] 1장을 뽑는다. 

망원경 

: 당신은 당신의 예견 더미에 있는 카
드 1장을 [그 카드와 같은 시대] 덱의 
맨 위에 놓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다면 당신의 
예견 더미에 있는 카드 1장을 업적화
한다. 

시계 

: 대상은 [10] 3장을 뽑아서 공개한
다! 대상은 그 카드들에 있는 ■들의 
개수를 센다! 대상은 그 카드들을 반
납한다! 대상은 대상의 손과 점수 더
미에서 [그 개수와 같은 시대]들 모두
를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양변기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나의 보드
에 있는 최고 보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들 
모두를 반납한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을 수 있
다. 

코크스 

: 당신은 [6]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이 있는]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 도그마 효

과를 반복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카드를 예견화한다. 

팔분의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빨강이 
아닌, ■이나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
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6]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 당신은 [6]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압력솥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 모두
를 반납한다.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보너스가 있는]마다, 당신은 [그 
카드의 보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 1
장을 뽑는다. 

난로 

: 당신은 [4]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그 카드와 같
은 색깔]가 [4보다 더 낮은 시대]라면 당
신은 [4]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팰럼포르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2개 이상 있는 보
너스 가치 1종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
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의 보드에 보너스들이 6개 이상 있
다면 당신은 “부” 업적을 달성한다. 

파종기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3보다 
더 낮은 시대 1종류] 1장을 반납한다! 

: 당신은 [3이나 4나 5] 덱을 선택한다. 그 
덱에 [기본]가 1장 이상 있다면 당신은 그 
덱에서 [맨 밑, 기본]를 달성가능한 업적
들로 보낼 수 있다. 

피뢰침 

: 대상은 [5]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
다!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그 카드 와 같은 색깔]를 반납한다! 
: 당신은 [5]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

다.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온도계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노랑]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그 카드가 [노랑]
라면 당신은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한
다. 

피아노 

: 당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두가 있고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가 [서로 다
른 시대]라면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서 카드 5장을 반납한다.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마다,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오름차순으로 뽑아서 점
수화한다. 

소리굽쇠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당

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당신이 공개하는 카
드와 같은 색깔]보다 더  높은 시대]라면 당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를 내려놓고; 그렇지 않다
면 당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를 반납한다. 당
신은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할 수 있다. 

베틀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서로 다
른 시대] 2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렇게 한다면 당신은 [6] 3장을 뽑아서 끼
워넣는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종류]들에 ■
들이 5개 이상 있다면 당신은 “유산” 업적
을 달성한다. 

유산탄 

: 대상은 [6]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

다!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그 카드와 같은 색깔] 2장을 나의 점
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은 나의 보드
에서 [맨 밑, 그 카드와 같은 색깔]를 
대상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틀니 

: 당신은 [맨  밑이  아닌  맨  위, “틀니” 카드의 에
코 효과나 도그마 효과로 당신이 끼워넣은 마지
막 카드와 같은 색깔] 2장을 점수화한다. 당신
이 카드를  점수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6]  1장
을 뽑아서 끼워넣은  다음에 당신은 이 도그마 효

과를 반복한다.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모르핀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홀수 시대]들 모두를  
반납한다! 대상은 [6] 1장을 뽑는다! 

: 이 요구로 아무 상대  플레이어가 1장 이상 반
납했다면 당신은 [이 요구로 상대 플레이어들이  
반납한 [최고 시대]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
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열기구 

: 아무  상대 플레이어의 업적 더미에  [그의  보드
에 있는 [맨 위] 1장과 같은 시대] 업적이 있다
면 당신은  자격이 있다면  그의 보드에  있는 그  
[맨 위]를 업적화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
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를 

그의 보드로 보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기선 

: 대상은  [6]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노랑이나 파랑]라면 대상은 그 카드와 대상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두를 나의 손으로 보내고; 
대상이 공개하는 카드가 [빨강이나 초록]라면  

대상은 대상이 공개하는 카드를 가진 다음에 대
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나의 점수 더미
로 보내고; 대상이 공개하는 카드가 [보라]라면  
대상은 대상이 공개하는 카드를 가진다! 

이중초점안경 

: 당신은 당신의 예견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청진기 

: 당신은 [7] 1장을 뽑는다. “청진기” 
카드의 에코 효과로 당신이 [파랑]를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8] 1장을 뽑는

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인디언 클럽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반납한다! 

: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들의 

시대마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시대] 1장을 점수화한다. 

만화경 

: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

다.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색깔]들
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기관총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보

너스가 있는]들 모두를 나의 점수 더
미로 보낸다! 대상이 1장 이상 보낸다

면 대상은 [7] 1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빨

강이 아닌]들 모두를 반납한다. 

고무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보너스가 없는] 1장을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승강기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시
대 1종류를 선택한다. 당신은 각 상대 
플레이어의 손이나 점수 더미에서 
[그 시대]들 모두를 당신의 점수 더미
로 보낸다. 

비료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각 플레
이어는 자신의 점수 더미에서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자신의 손으로 보낸다. 

: 당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예견
화한다. 

진바지 

: 당신은 7보다 더 낮은 서로 다른 시

대 2종류를 선택한다. 당신이 선택하
는 시대마다, 당신은 [그 시대]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당신은 그 카드들 
중 1장을 내려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반납한다. 

전신 

: 당신은 상대 플레이어 1명과 색깔 1종류
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색깔]들을 그의 [그 색 
깔]들이 펼쳐져 있는 방향으로 펼친다.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사진술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최
고 시대] 1장을 대상의 손으로 보낸
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종류]들

에 에코 효과들이 3개 이상 있다면 당
신은 “역사” 업적을 달성한다. 

타자기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카드들 모두를 

반납한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들의 
색깔마다, 아무 상대 플레이어의 보드
에 [맨 위, 그 색깔, 당신의 보드에 있
는 [맨 위, 그 색깔]보다 더 높은 시대]
가 있다면 당신은 [7] 2장을 뽑는다. 

아이스크림 

: 대상은 [1]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 당신은 [6이나 7이나 8이나 9] 덱을 선
택한다. 그 덱에 [기본]가 1장 이상 있다
면 당신은 그 덱에서 [맨 밑, 기본]를 달성
가능한 업적들로 보낼 수 있다. 

색소폰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 아무 플레이어(들 )의  보드에  “종” 카드와  “플
루트” 카드와 “피아노” 카드와 “색소폰” 카드의  
■들 모두가 보인다면  당신이 승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플레이어(들)의 보드에 보이는  ■마
다, 당신은 [7] 1장을 뽑는다. 

♪ 

♪ 

붕대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대상
의 손에 없는 최고 시대] 1장을 반납
한다!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있는] 1장을 반납한다! 

낙하산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이 없는]

들 모두를 나의 손으로 보낸다! 

에어컨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대상

의 보드에 있는 [맨 위] 1장과 같은 
시대]들 모두를 반납한다! 

트랙터 

: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
다. 당신은 [7] 1장을 뽑는다. 

나일론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3개마다, 당신은 
[8]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당신이 [초
록]를 끼워넣는다면 당신은 이 도그마 효
과를 반복한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썰어 파는 빵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당신은 [그 카드보
다 1이 더 낮은 시대] 2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전파망원경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

신은 [9] 1장을 뽑는다. 당신은 그 카
드들 중 1장을 내려놓은 다음에 나머

지를 반납한다. 이 도그마 효과로 당
신이 “인공지능” 카드를 내려놓는다
면 당신이 승리한다. 

엑스선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3개마다, 당
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예
견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크로스워드 

: 당신의 보드에 있는 보너스마다, 당
신은 [그 보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 1
장을 뽑는다. 

텔레비전 

: 당신은 상대 플레이어 1명과 시대 1종류
를 선택한다. 당신은 그의 점수 더미에서 
[그 시대] 1장을 그의 보드로 보낸다. 그
의 업적 더미에 [그 시대] 업적이 있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다면 그의 점수 더미에 
있는 [그 시대] 1장을 업적화한다. 

헬리콥터 

: 당신은 아무 플레이어 1명의 보드에서 
“헬리콥터” 카드가 아닌 [맨 위] 1장을 그
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당신은 당신의 손
에서 [당신이 보내는 카드와 공통 아이콘
이 있는]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 도그마 효과를 반
복한다. 

제트기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제트기” 카드의 에코 효과로 내가 
내려놓은 카드와 같은 색깔] 1장을 

반납한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노
랑이 아닌, ■이 없는, 최고 시대] 1
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손목시계 

: 당신의 보드에 있는 보너스마다, 당

신은 [그 보너스 가치와 같은 시대] 1
장을 오름차순으로 뽑아서 끼워넣는
다. 

신용카드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이 
아닌] 1장을 당신의 손으로 보낼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전자우편 

: 당신은 [9]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
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초록이 아닌, 최저 시대] 1장의 요구
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계산기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밑, 파랑이 아
닌] 2장을 점수화한다. 당신이 2장을 점수화하
고 그 카드들의 시대의  총합이 11보다 더  작다
면 당신은 [그 총합과  같은 시대] 1장을 뽑은 다
음에 당신은 이 도그마 효과를  (1번만) 반복한다.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레이저 

: 당신은 달성되지 않은 일반 업적들 

모두를 반납한다.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들의 반 (반올림)을 
반납한다. 당신은 [10] 2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노래반주기 

: 당신은 “노래반주기” 카드의 에코 

효과로 당신이 내려놓은 카드의 요구
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밑] 1
장을 당신의 손으로 보낼 수 있다. 

록 음악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를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하고  “가위” 카
드가 대상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초록]라면 내
가 승리한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1장을 점
수화할 수 있다. “종이” 카드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초록]라면 당신이 승리한다. 

캠코더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카드들 모두를 나
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은 [9] 1장을 뽑는
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9]들 모두를 
내려놓는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나머지 
카드들 모두를 반납한다. 당신은 [9] 2장
을 뽑는다. 

소셜 네트워킹 

: 대상은 아이콘 1종류를 선택한다! 대상
은 대상의 보드에서 [그 아이콘이 없는]들 
모두를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 각 상대 플레이어의 보드보다 당신의 보
드에 ■들이 더 적게 있고 ■들이 더 적게 
있고 ■들이 더 적게 있다면 당신이 승리
한다. 

휴대전화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신은 [10]  
1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이 있는]들을 원
하는 만큼 끼워넣을 수 있다 . 당신이 끼워넣는  
카드들의 색깔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색깔]들
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엠피쓰리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원하는 
만큼 반납한다. 당신이 반납한 카드마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면 일반 업적 2장을 달
성한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보너스 가치 
1종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점수화
한다. 

플래시 드라이브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4장을 반납한다!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범지구 위치결정 
체계 

: 대상은 대상의 예견 더미에서 카드

들 모두를 반납한다! 
: 당신은 [10] 3장을 뽑아서 예견화

한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인공심장 

: 이 도그마 행동 동안 일반 업적을 달

성하는 목적으로 당신의 점수는 2배
로 간주된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면 

일반 업적 1장을 달성한다. 

인간유전자 

: 당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점수
화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밑] 1장을 당신의 손으로 보낸다. 당
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두의 시대가 당
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들 모두의 시
대와 정확하게 같다면 당신이 승리한다. 

퍼즐 큐브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밑, 색깔 
1종류] 1장이나 2장을 점수화할 수 있다.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색깔에 보이는 카
드들의 개수 (펼쳐져 있지 않은 색깔은 1
장)가 서로 같다면 당신이 승리한다.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스도쿠 

: 당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당신의 보드에 보너스 가
치들이 9종류 이상 있다면 당신이 승
리한다. 당신은 그 카드의 요구가 아
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패권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4종류 이상에 공통 아

이콘이 각각 3개 이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
별 업적을 달성한다. 
주: 각 색깔에는 나머지 색깔들과 같은 아이콘이 있어야 한다. 

3시대: 중세의 “소설” 카드를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운명 

당신의 예견 더미에 카드들이 7장 이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4시대: 르네상스의 “기압계” 카드를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부 

당신의 보드에 보너스들이 8개 이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5시대: 탐험의 “팰럼포르” 카드를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유산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종류]들에  들이 8

개 이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
성한다. 

6시대: 계몽주의의 “베틀” 카드를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역사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종류]들에 에코 효

과들이 4개 이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
적을 달성한다. 

7시대: 낭만주의의 “사진술” 카드를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팔찌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빨
강] 1장을 끼

워넣는다. 

양초 

각 상대 플레이
어가 당신보다 
점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3] 1장
을 뽑는다. 

수도시설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가 아닌 

맨 밑] 1장을 
점수화한다. 

젓가락 
당신은 [1] 1

장을 뽑는다. 

우산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
드 1장을 내려
놓을 수 있다. 

향수 
당신은 [1] 1

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자 
당신은 [2] 1

장을 뽑는다. 

종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
드 1장을 점수
화할 수 있다. 

플루트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
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편자 
당신은 [2] 1
장 을  뽑 아 서 
예견화한다. 

칫솔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시
대  1종류 ]들 
모두를 끼워넣
는다. 

유리 불기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보
너스가 있는] 

1장을 점수화
한다. 

가위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밑] 1장을 당

신의  손으로 
보낸다. 

지렛대 
당신은 [2] 2
장을 뽑는다. 

언어학 

당신은 [3] 1

장을 뽑거나; 
또는 [4] 1장

을 뽑아서 예
견화한다. 

체취제거제 
당신은 [3] 1
장 을  뽑 아 서 
내려놓는다. 

공익신탁 
당신은  [3이
나  4] 1장 을 
뽑는다. 

책력 
당신은 [4] 1

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돋보기 

당신은 [4] 1장
을 뽑는다. 당신
은 당신의 손에 
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소설 
당신은 [3] 1
장을 뽑는다. 

선글라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당신
의 펼쳐져 있는 
색깔 1종류] 1
장을 점수화한
다. 

거북선 

당신은  아무 
플레이어 1명
의 [색깔 1종
류]들을 왼쪽
으로 펼친다. 

기압계 

당신은 당신의 
예견 더미에서 
[5] 1장을 당
신의  손으로 
보낸다. 

연필 
당신은 [5] 1
장을 뽑는다. 

망원경 
당신은 [5] 1

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시계 

당신은 당신의  [당
신의 보드에서 카
드들이 가장 많이  
있는 색깔 1종류]
들을  오 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양변기 
당신은 [4] 1장
을 뽑아서 끼워
넣는다. 

코크스 
당신은 [4] 1
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난로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이 
없는 ] 1장을 
점수화한다. 

피뢰침 
당신은 [5] 1

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온도계 

당신은 당신의 보
드에 있는  [맨 밑 , 
초록]를 내려놓는
다. 당신의 그 카
드와 같은 색깔의  

펼쳐진 상태는 유
지된다. 

피아노 

당신은 [아무 

플레이어의 손
에 있는 시대 

1종류] 1장을 
뽑는다. 

소리굽쇠 

당신은 [시대 1종
류] 덱에 있는 [맨  
위, 기본]를 본다. 
당신은 그 카드를  
그  덱의  맨  위 에  

다시 놓는다. 

베틀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최저 
시대 ] 1장을 
점수화한다. 

틀니 
당신은 [6] 1
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모르핀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홀
수 시대 1종류 

] 1장을 점수
화한다. 

열기구 
당신은 [7] 1

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이중초점 
안경 

당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예견화
한다. 

청진기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노
랑이나 파랑 ] 

1장을 내려놓
는다. 

기관총 

당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
두가 있다면 당
신은 [7] 1장을 
뽑아서 점수화
한다. 

고무 
당신은 [8] 2
장 을  뽑 아 서 
끼워넣는다. 

승강기 

당신은 당신의 
보 드 에  있 는 
[맨  위 나  맨 

밑 , 초 록 ]를 
점수화한다. 

진바지 

당신은 [9] 2장
을 뽑는다. 당신
은 그 카드들 중 
1장 을  반 납 한 
다음에 나머지
를 예견화한다. 

사진술 

당신은 당신의 

예견  더미에 
있는 카드 1장

을  내려놓는 
다. 

아이스크림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보라가 아닌 
, 보너스가 없는 
] 1장을 점수화
한다. 

붕대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
이 있는] 1장
을  내 려 놓 는 
다. 

에어컨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
드 1장을 점수
화할 수 있다. 

트랙터 
당신은 [7] 1
장을 뽑는다. 

썰어 파는 빵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 
모두를 반납한
다. 당신은 [8] 
2장을 뽑는다. 

엑스선 
당신은 [8] 1

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텔레비전 
당신은 [8] 1장
을 뽑아서 내려
놓는다. 

제트기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
드 1장을 내려

놓는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당신은 [시대 

1종류] 1장을 
뽑아서 점수화

한다. 

손목시계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노랑이 아닌 
] 1장을 끼워넣
는다. 

신용카드 
당신은 [9] 1

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전자우편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예견화한다. 

노래반주기 

당신은 [10보

다 더 낮은 시
대] 1장을 뽑

아서 내려놓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