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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당신은 말한다. “컷! 컷! 컷! Kubrick 스탠리 큐브
릭1)을 위해, 당신네들은 최악의 배우들이야! 당신들이 
영화배우조합 카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
신네들 전부는 해고되기 일보직전이라고! 당신들 중 한 
명 정도만 내일 아침에 이 영화를 찍을 거야! 그리고 나
는 그게 누구든 상관 안 해!” 

지금 당장 

 (당신의 Vision 영상을 나타내는) 사건 카드 1장을 

뽑아서 보지 않고 테이블 가운데에 있는 헌트를 시

작한 징조 카드의 밑에 뒤집어서 놓으십시오. 

 (Production Assistant 제작 조수를 나타내는) 작은 

자홍색 괴물 토큰들을 배반자들의 수만큼 당신이 

있는 방에 놓으십시오. 

 (Prop 소품을 나타내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오각형 Item 물품 토큰들을 서로 다른 방에 

숫자 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무작위로 놓으

시오. 각 층에 소품들을 2개 이상 놓으십시오. 

Theater 극장이 있는 층에는 소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나머지 탐험가들은 당신의 훌륭한 공포 영화인 The 
Haunting of Hell Hotel 지옥 호텔에서의 유령출몰의 배

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걸작이고, 이 일꾼들은 당신

을 위한 그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헌트를 시작한 징조 카드는 당신의 영화 영상을 위

한 서류를 감춥니다. 당신은 그것의 탁월함을 적힌 대

로 따를 것입니다. 슬프게도, 당신의 조감독은 그것을 

분실했고, 당신은 즉석에서 그 멍청이를 해고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Item 10 물품 10을 소지하고 극장에 있습니다. 

당신이나 단독 배우가 헌트를 시작한 징조 카드를 소지

하고 극장에 있을 때에 당신이 아직 그 방에 있지 않다

면 당신의 피규어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영

상을 소지하는 탐험가는 그 카드를 공개하고 그것의 내

용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연기(演技)해야 합니다. 그 

탐험가는 그 연기의 우수함에 눈물을 한 번 흘리고 밝

게 박수를 치며, 승리합니다... 

제작 조수들 

지력 5 

특별한 공격 규칙 

 배반자는 제작 조수에게 지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

습니다. 제작 조수가 당신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배반자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면 그 배반자는 그 

대신에 그 제작 조수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 제작 

조수는 그 배반자가 그 공격에 사용한 특성에 상관

없이 지력으로 방어합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제작 조수 수행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괴물 턴 동안에 행동하지 않습니

다. 그 대신에 제작 조수가 기절해 있지 않다면 당

신은 그를 당신과 함께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작 조수가 있는 방에서 그를 두고 나온다

면 그를 이동시킬 수 없지만 당신은 제작 조수가 

있는 방을 다시 통과한다면 그를 당신과 함께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 조수는 공격하지 않지만 

그가 당신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당신이 공격받는

다면 그는 당신을 위해 방어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품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숫자가 10이라면 당신은 그 

토큰과 헌트를 시작한 징조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

니다. 10이 아니라면 그 토큰을 그 방에 다시 놓으

십시오. 당신은 물품 10을 소지하고 극장에 도달

한다면 승리합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브라보!” 당신은 외치다. “브라보시모! 당신이 나의 
빛나는 영상을 정점까지 가져왔어! 우리 함께 모든 영
화쟁이의 존경을 받아 보자고.” 

당신은 당신의 Scorsese 마틴 스코세이지를 위한 De 
Niro 드 니로를, 당신의 Burton 팀 버튼을 위한 Depp 
조니 뎁을, 당신의 Pixar 픽사를 위한 Ratzenberger 존 
라첸버거를 찾아냈다. 비평가들이 당신이 영화 역사를 
쓰는 오늘밤을 위한 호산나(찬송가)를 부르게 하자! 

1) 미국의 영화 감독인 Stanley Kubrick. 영화 역사

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거장들 중 한 명

으로 꼽힌다. 주요 작품으로는 《Spartacus 스파르

타쿠스》 (1960), 《Lolita 롤리타》 (1962), 《Dr. 
Strangelove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1964), 

《2001: A Space Odessey 2001: 스페이스 오디세

이》 (1968), 《A Clockwork Orange 시계태엽 오

렌지》 (197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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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위잉. 끼익. 으드득. 

탁 하고 걸리는 레버의 딸깍거리는 소리. 회전하는 플
라잉휠의 위잉거리는 소리. 강철 위의 강철의 끼익거리
는 소리. 엄청난 무게에 눌린 뼈들의 으드득거리는 소
리. 

밑에서 땅이 울리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들이 당신을 
둘러싼다. 이 방, 이곳의 내용물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당장 

 이 공간에서 떠나십시오. 이번에 배반자들은 집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집을 한 번 보십시오. 집은 ... 달

라 보입니다. 

 종이 조각 하나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이 안전하게 머물고 탈출구를 발견할 수열(數列)을 

알아내기 위해서 적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 집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도록 

의도된 치명적인 감옥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러

나 모든 퍼즐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살인 기계의 설

계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치명적인 위험요소들을 지

나가는 안전한 경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때에 

탈출 방에 도달하고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당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반자는 수열에 사로잡혀 있어

서 함정들과 출구 방의 위치를 알려 주려 집착합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이 Obstacle 장애물 토큰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함정을 격발할 수 있습니다. 배반자는 

당신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기호   나   ,   , ? 가 있는 방을 
발견한다면 그 기호를 무시하고 그 방에서 당신의 

이동을 끝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

신이 남은 타일이 더 이상 없는 층에서 탐험한다면 

가능한 층과 상관없이 다음 방 타일을 뽑아서 당신

이 있는 방에 연결하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관제실로 이어진 숨겨진 문이 미끄러져 열린다. 당신을 
이 함정으로 이끈 배반자는 모니터들과 서류로 덮인 책
상에 앉는다. 그의 얼굴 표정은 ... 짜증나 있다? 실망
해 있다. 확실히 실망해 있다. 배반자의 손은 그 책상 
서랍에 이르고 권총을 쥐며 나타난다. 

“기록: 방지(防止) 예외로 인해 22B 실험 그룹 종료.”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이 실험이 끝날 때에 살아있는 영웅이 프리즘의 심장부

에 있는 탈출 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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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들여보내 줘!” 목소리들이 이 오래된 저택의 
벽 밖에서 들려왔다. 그러고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정문
에서 시작됐다. 

“우리를 들여보내 줘! 우리는 너를 죽이는 것만 원할 
뿐이야!” 벽들과 문은 잠겨 있을 것이다, 안 그런가? 
그것들은 아침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아침은 사람들
을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는 때니까. 

그러고는 친숙한 목소리가 이 집 안에서 외쳤다. “좋아.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 줄게!” 

지금 당장 

 Panic Room 안전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방 더미

에서 그 타일을 찾아서 집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

음에 그 더미를 섞으십시오. 

  Lock 자물쇠 토큰 1개를 안전실의 문에 놓으십시

오. 

 플라스틱 클립을 턴/피해 트랙의 1에 끼우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사용하여 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것은 Surge 쇄도(殺到)라 불리는 연례 폭력 축제입

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길 원하고, 배반

자는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아침이 왔고, 영웅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턴/피해 트

랙의 클립이 5에 도달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쇄도자가 들어오는 방법 

 배반자는 Surger 쇄도자를 방에 연결되지 않은 문

이 있는 지상층의 방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 노력하고 있을 때

에 그 방에 영웅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주: 배반자는 열쇠를 가진 채로 시

작하는데, 그것은 정문을 여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져오길 원할지도 모릅

니다.) 

 당신은 자물쇠 토큰을 통과하여 안전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쇄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영웅이 쇄도자를 공격하고 3 이상의 차이로 제압

한다면 그 쇄도자는 기절하는 대신에 제거됩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은 아침까지 살아남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자 그 살인자들은 떠났다. 적어도 내
년 이맘때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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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군가가 떨어뜨린 초대장을 발견한다. 그것에
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로써 당신은 연례 저승 사교 모임인 Transylvanian 
Ball 트란실바니아1) 무도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전채(前
菜)로, 우리는 오도 가도 못 하는 버스 승객들이라는 
좋은 구색(具色)을 갖추게 되어 기쁩니다. 망자들을 깨
울 파티를 엽시다! –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박사 
올림”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파티가 시작될 것 같고, 이 집은 괴물들로 채워지고 있

는데, 그들 전부는 당신의 죽음을 열망합니다! 당신은 

그 괴물들이 당신을 추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파티는 일단 정말로 시작되면 훨씬 더 나빠질 것 같습

니다... 

그 괴물들은 (속력 공격과 분별력 공격을 비롯하여) 일

반 공격 중 제압될 때에만 기절할 것입니다. 다행스럽

게도, 당신은 심야영화를 충분히 시청해서 그들의 약점

을 알고 있습니다. 각 괴물은 특정한 징조 카드를 소지

하는 영웅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만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괴물들을 영웅들의 수의 반 (반올림) 만큼 추

방합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배반자는 공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지 않는 한) 

Ballroom 무도회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방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 그곳은 비(非)괴물들에게 나

쁜 장소입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밴드가 그들의 유령 악기를 치우는 동안에 당신은 서서
히 멈추는 밴드의 소리를 듣는다. 당신은 확실히 그 파
티를 망쳤다! 

손님 목록 

괴물 약점 약점이 작용하는 이유 

Banshee 밴시2) 영혼판 그녀가 외부 차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Crimson Jack 진홍의 잭 사진 그가 그의 범죄들의 증거와 직면하기 때문에. 

Demon Lord 데몬 왕 신성한 상징 그가 불타기 때문에. 

Dracula 드라큘라 창 당신이 그의 심장에 말뚝을 박기 때문에. 

Frankenstein’s Monster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소녀 당신이 그의 온순한 면에 호소하기 때문에. 

Mummy 미라 책 당신의 망자들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읽기 때문에. 

Witch 마녀 고양이 그녀가 그녀의 사역마를 돌려받길 원하기 때문에. 

Zombie Lord 좀비 왕 유리병 그의 몸이 점액으로 녹기 때문에. 

1) 루마니아의 중서부 지역. Bram Stoker 브램 스

토커의 소설 《Dracula 드라큘라》의 배경 지역. 

2)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민화 속에 등장하는 

영혼. 통곡으로 가족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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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친구가 낡은 후드를 벗자 당신은 머리카락이 있
어야 할 곳에 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
의 친구는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알아듣길 바란다. 사실, 어쩌면 당신은 알아듣
길 바라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랬다면 당
신이 영원히 석상이 되는 방법을 듣고 있었을 테니까. 

야, 그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정말로 이 집에는 석상
(石像)들이 많이 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친구는 치명적인 Gorgon 고르곤1) 자매들 중 한 

명인 그리스 괴물 Medusa 메두사입니다. 이제 매우 진

실일 것 같은 전설에 따르면, 메두사는 머리에 독사를 

가지고 있고 응시(凝視)로 사람들을 석화(石化)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녀를 보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메두사를 죽여서 그녀의 머리를 벱니다... 

장갑보병들 

속력 5    완력 5 

석화가 작용하는 방법 

 메두사는 영웅들을 돌로 바꾸며 석화할 수 있습니

다. 비(非)석화된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석화

된 영웅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그 영웅을 역(逆)석

화하기 위해서 4+의 지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

니다. 

 석상들은 “S”를 보이는 뒤집어진 괴물 토큰입니다. 

메두사가 육체적 피해를 받을 때에 석상과 같은 방

에 있는 각 영웅은 그 석상을 역석화하기 위해서 

4+의 지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그 석상 토큰을 “S”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으십시오. 그것은 Athenian Hoplite 아

테네 장갑보병이 됩니다. 

 영웅은 그의 턴의 시작 시에 장갑보병과 같은 방에 

있다면 그가 메두사를 추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갑보병은 부정적인 방 효과와 카드 효과를 무시

하고, 당신이 장갑보병을 이동시키고 그로 공격하

는 동안에 당신에게 조종되는 괴물로 간주되지만 

그 외에는 괴물이 아닙니다. 장갑보병은 메두사에

게 도달한다면 그녀에게 완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

고;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웅이 (위의 방법으

로) 다시 추적하게 할 때까지 그 방에 남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거울 속의 상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메두사

에게 육체적 피해를 그녀를 죽일 만큼 충분히 많이 

줄 때에만 그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 속의 상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메두사

를 공격할 때와 그녀나 그녀의 응시에 맞서 방어할 

때에 주사위를 2개 더 굴리십시오. 

 메두사는 당신에게 당신의 완력을 소모시킬 Might 
Roll 완력 굴림 토큰 1개를 주며 당신을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완력 굴림 토큰들이 1개 이

상 있을 때에 당신이 방이나 카드로부터 완력을 얻

는다면 그 토큰들 전부를 버리십시오. 

특별한 사건 규칙 

 당신이 거울 속의 상 사건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사건 기호   가 있는 방을 발견한다면 주사위 3

개를 굴리십시오. 그 굴림의 결과가 3+이라면 당

신은 사건 카드를 뽑는 대신에 사건 더미와 버리는 

더미에서 거울 속의 상 카드 1장을 찾아서 당신의 

앞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더미를 섞으십시오. 

이 사건 카드는 이제부터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두 

거울 속의 상 카드 모두가 탐험가(들) 앞에 놓여 있

다면 이 규칙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은 메두사를 참수하며 석화된 군인들 전부를 그들
의 석화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모국어로 칭송하며 정문까지 데려간다. 그들의 이행된 
의무로, 그들은 역사 속으로 날려 가기 전에 지나간 시
대의 마지막 유물인 먼지로 바스러진다. 

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세 자매: Stheno 스

테노, Euryale 에우리알레, Medusa 메두사. 영웅 

Perseus 페르세우스가 Athena 아테나 여신의 도움

을 받아 청동 거울을 사용하여 메두사를 죽였다. 



헌 트 

56 

미국을 다시 해체하게 
ZOE QUINN의 시나리오 

정치인들 전부는 친한 척하는 부류이지만 당신은 이 후
보자에 대해 ... 상상력이 ... 조금 더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어긋났다: 인간의 얼굴과 완전히 다
르게 움직이는 그의 성난 얼굴, 엔트로피(불확실성)에
만 기여한 우려되는 그의 공공정책들. 당신은 선거일 
밤에 그 결과에 따라 고소해 하거나 항의하려 몇몇 친
구를 결집시켜서 그 후보자의 선거 본부에 갔다. 당신
은 그 장소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공허할 것이라고 예상
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에 대해 그렇게 180도 다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가 요절복통하는 것, 녹아내리는 그의 얼굴이 
잘 다림질한 그의 정장에 뚝뚝 떨어지는 것, 뼈만 있는 
그의 손이 당신을 신속히게 압도한 어두운 기운으로 고
동치는 그의 깃발 옷깃 핀을 움켜잡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정신 차릴 때에 혼자이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 
당신이 그의 대통령 당선이 세계의 종말일 것임을 말했
을 때에 그것은 단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막으려 일백만의 청원서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연합시키고 협력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품 카드들을 여러분 사이에

서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별력 점수들을 여러분 사이

에서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 대통령 후보자는 이 나라의 지배권뿐만 아니라 생사 

그 자체의 지배권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완

료 시에 무시무시한 Lich 리치(시체)1) [참고로, rich는 부

자]는 미국의 대통령이자 대군주가 될 것이고, 혼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웃끼리 맞서도록 바꾸며 

이 나라에 강림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 중 한 명은 

미치광이의 열정적인 연설에 흔들려 당신을 그들의 편

이나 죽음으로 데려가기를 바라며 당신에게 맞서도록 

바뀌었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배반자가 승천 의식을 완료하기 전에 영웅들이 리치의 

Phylactery 성물함(聖物凾)2)들 전부를 파괴합니다... 

성물함을 파괴하는 방법 

 성물함들은 오각형 Item 물품 토큰으로 표현됩니

다. 살아있는 영웅들 전부는 성물함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그 방에 있는 성물함 1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이 분별력 피해를 받을 때에 배반자는 당신에

게 그 피해를 나머지 영웅들 사이에서 분배할 기회

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 전부를 받습니다. 어떤 영웅이든 피해를 

받기 전에 분배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그 후보자의 괴물스러운 모습은 물질계(物質界)에서 
증발하자 높게 솟구치는 쉬익 하는 소리를 내뿜는다. 
선거일 밤에 몸이 평소보다 약간 더 안 좋은 채로, 당
신은 그 투표의 결과를 확인한다 – 다른 대통령 후보자
가 승리했고,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당신
이 그의 성조기 옷깃 핀이 익숙한 어둠으로 고동치는 
것을 보자마자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빠르게 사라진
다... 

당신은 스위스로 이주하려 돈을 저축하기 시작한다. 

1) 시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이지만 판타지 작품에

서 언데드 마법사를 의미한다. 

2) 유대교에서는 성구함 (聖句凾)을 뜻하지만 판타

지 작품에서는 리치의 생명력이 봉인된 상자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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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비명이 Rookery 둥지에 
있는 모든 새에게서 들려왔다. 벽의 장식품들이 달그락
거리기 시작하자 멀리서 천둥소리가 낮은 울림으로 사
라진다. 이 방 안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덜거덕거리
는 소리는 심해진다. 당신이 바닥에 쓰러지자 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다. 이 집이 계속 앞뒤로 흔들리는 
동안에 문들이 연달아 쾅 하고 닫힌다. 

멀리서 창문이 산산이 부서진다. 이 집이 갑작스러운 
압박에 찌그러지는 동안에 이 집 곳곳에서 벽들이 밖으
로 찢어진다. 새롭게 노출된 벽들은 밖에서 분출된 격
렬하고 우렁찬 소리를 내는 폭풍에게 껍데기일 뿐이
다... 

지금 당장 

 폭풍은 집의 부분들을 파괴하였고 거기에서 멈추

지 않을 것입니다! 헌트 폭로자는 (바라건대, 영웅

으로부터 먼) 지붕층의 빈 방 1곳을 파괴합니다 

(방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Tool 도구를 나타내는) 오각형 Item 물품 토큰들

을 한쪽에 두십시오. 영웅들은 집의 파괴를 헤쳐 

가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

니다. 

 (파괴된 층계참을 나타내는) 사각형 Obstacle 장애
물 토큰 6개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 헌트에는 아무 배반자도 없습니다. 폭풍에 맞서는 

당신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층을 봉쇄하고 지하층의 각 입구에 도구를 놓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 층보다 높은 층들에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영웅들 전부가 죽거나 Basement 
Landing 지하층계참이 파괴되면 영웅들이 패배합니

다... 

도구를 발견하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이동 점수 중 일부를 소비하여 당신

과 당신의 동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들을 당신의 속력 숫자 이

하만큼 굴리십시오. 그 굴림의 결과가 2+이라면 

도구 1개를 얻은 다음에 이번 턴을 위한 당신의 이

동 점수에서 당신이 굴린 주사위 개수를 빼십시오. 

예를 들어서, Zoe 조는 속력 4를 가지고 있고 도구
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사위 3개를 굴린다면 이번 
턴 동안에 1칸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전진시키는 방법 

 (헌트를 폭로한 턴을 제외하고) 각 영웅의 턴의 종

료 시에 이전 턴 동안에 파괴된 방에 인접한 각 방

을 파괴하십시오 (방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지하층계참이 파괴된다면 영웅들이 패배합니다. 

방을 파괴하는 방법 

 방을 파괴하려면, 그 방에 있는 피규어들과 토큰들

을 버리고 그 방 타일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 방

에 있던 영웅들은 죽으며, 그 방에 있던 토큰들은 

없어집니다. 파괴되는 방과 같은 층에 있는 영웅은 

도구 1개를 버리고 방을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지

킬 수 있습니다. Entrance Hall 현관/Foyer 휴게실
/Grand Staircase 대층계는 이 목적으로 독립된 방 3

개로 간주됩니다: 파괴된 층계참 방을 장애물 토큰 

1개로 표시하십시오. 한 층 전체가 파괴된 후에 당

신이 다음번에 그 층의 방을 파괴할 것이라면 그 

아래 층의 층계참과 그 층계참에 인접한 방들을 선

택하십시오. 당신이 지하층계참을 파괴할 것이라

면 먼저 입구들 전부가 봉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십시오 (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봉쇄

되어 있다면 영웅들이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웅들이 패배합니다. 

입구를 봉쇄하는 방법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높은 층으로 이어진 

입구가 있는 지하층의 방에 있을 때에 도구 1개를 

그 방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들이 그 입

구를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고 폭풍만 막습

니다. 지하층으로 이어진 입구들은 지하층계참과 

Coal Chute 석탄활송로, Below Collapsed Room 무

너진 방의 밑 토큰이 있는 방, 식기용승강기   가 

있는 방들, 지하층에 연결된 계단이 있는 방들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은 파괴된 방에서 나오기 위해서 3+의 속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실패한다면 

그 아래 층의 층계참으로 떨어져서 육체적 피해를 

주사위 2개만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

는 층에서 나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서 그 굴림

에 실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구 1개를 버리고 당신의 턴의 나머지 시

간 동안에 속력 굴림 없이 파괴된 방들에 들어가고 

그 방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방법으

로 이동할 때에 파괴된 방들의 입구들 전부는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이 출입구들을 고정시킨 후에 이 집이 신음을 내며 
당신의 위에서 툭 하고 부러지는 동안에 당신은 귀를 
막고 소리치며 숨을 지하층의 어두운 구석을 발견한다. 
결국, 남은 것은 당신의 귀에 낭랑한 소리뿐이다. 그 
너머는 침묵이다. 당신은 방어물들을 부수고 바람 없고 
조용한 하늘로 나간다. 새들은 짹짹거리고 있고 태양은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주위에 있는 집의 토대를 제외
하고 이 언덕 위의 집은 아무 흔적도 없다. 

당신이 이 헌트를 마치면 

헌트 100 다음의 표에 

당신의 탐험가의 완료를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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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당신은 이 집의 복도 곳곳에 메아리치는 소녀
의 오싹한 낄낄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 1 ... 2 ... 3 ... 4 ...”부터 10까지를 세기 시작한 후
에 소리친다. “못 찾겠다 꾀꼬리!” 당신은 숨을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삼각형 Knowledge Roll 지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

의 수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숨바꼭질을 하는 동안에 이 집에서 죽은 소녀

에게 빙의됐고, 이제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복수뿐입

니다. 당신은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를 막는 유

일한 방법은 그녀가 이 집 곳곳에 숨긴 그녀의 Doll 인
형 “친구들”을 소각해서 배반자의 몸에서 그녀의 영혼

을 내쫓는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인형들을 소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영웅들

의 수만큼 발견하고 Furnace Room 용광로실까지 가져

갑니다... 

인형을 발견하는 방법 

 당신이 찾을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물품 기호   가 있고 지력 굴림 토큰이 없

는 방에 있을 때에 그 방에서 숨겨진 소녀의 인형

들 중 1개를 발견하기 위해서 5+의 지력 굴림을 시

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지력 굴

림 토큰 1개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그 방에서 인

형이 더 이상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인형을 소각하는 방법 

 당신이 인형을 소지하고 용광로실에 들어갈 때에 

그 인형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각 영웅은 한 번에 

인형 1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배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술래”였던 모두는 바닥에 쓰러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
들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안에 당신이 다른 소음을 들었다고 단언
하는 곳에서 이 집 밖으로 걸어 나간다. 그것은 멀리서 
들려온 희미한 낄낄거리는 소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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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Zosimus Alchemista 조시무스 알케미스타와 그
의 진저리 나는 플레시차일드들의 전설을 들었지만 그
들이 진실일 수 있음을 꿈에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진짜이다. 

당신의 친구들 중 한 명은 전혀 친구가 아니다! 그는 
brainchild 브레인차일드(발명품)이다 – 아니, 조시무스
의 Fleshchild 플레시차일드이다! 이제 이 조시무스의 
부하는 조시무스의 명령을 따르려 왔다! 플레시차일드
는 그의 주인의 극악한 권모술수를 발전시키려 여러분 
각자에게서 표본을 채취하는 것을 추구한다. 당신은 당
신의 이전 친구에 의한 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각 영웅의 인물 카드 위에 (Flesh 살덩어리를 나타

내는) 작은 주황색 괴물 토큰 1개를 놓으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은 배반자의 진짜 근원을 알게 되는 것에 겁을 먹

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사실  악한  연금술사의 

homunculus 호문클루스1) 피조물 - 끔찍한 플레시차일

드입니다! 플레시차일드의 본 모습은 드러났고 여러분 

각자의 조각을 수집하라는 창조자의 명령을 받았습니

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플레시차일드를 죽입니다... 

당신의 턴 동안에 

당신의 턴의 시작 시에 당신의 인물 카드 위에 살덩어

리가 없다면 당신의 각 특성을 1점씩 잃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구하는 방법 

 플레시차일드는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에 

소지하는 살덩어리들 전부를 유기합니다. 당신의 

인물 카드 위에 살덩어리가 없고 당신이 살덩어리

가 있는 방에서 당신의 턴을 끝낸다면 당신은 그 

방에 있는 살덩어리 1개를 당신의 인물 카드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마지막 필사적인 한 방으로, 당신은 당신이 친구였다고 
생각한 누군가의 두개골을 부스러뜨린다. 그것이 당신
의 앞에서 땅에 드러눕는 순간에 그것의 피부는 뼈로부
터 녹기 시작한다 – 잠깐. 아니, 뼈가 아니다! 신속하게 
나타난 그것의 해골은 청동선과 황금선으로 감은 나무
와 백랍(白蠟)의 모음이다. 

당신은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것을 생각하자 몸서리친다. 
당신은 떠나고 플레시차일드에게서 안전하지만 그 기
억들로부터 영원히 시달린다. 

1) 중세유럽의 연금술사가 만들어 내는 인조인간이

나 그것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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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항상 애묘인(愛猫人)이었다. 당신과 당신의 친
구들 전부는 항상 애묘인이었다. 그러나 고양이들을 사
랑하는 것과 고양들의 사랑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당신의 친구는 소리친다. “이 
봐, 친구들. 새끼고양이야! 저 고양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 주자.” 그런데 그건 솔직히 과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집이 Kitten 새끼고양이들로 채워지자 당신
은 그들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고양이들의 
의지는 압도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저항할 수 없다. 
당신 스스로 당신이 인간임을 상기하라. 그리고 인간들
은 고양이보다 더 크다는 것도.  

어쨌든 대부분의 고양이들보다는. 

지금 당장 

 Kitchen 주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방 더미에서 그 

타일을 찾아서 집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더미를 섞으십시오. 

 (Ingredient 식재료를 나타내는) 오각형 Item 물품 

토큰들을 영웅들의 수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Cat Food 고양이 먹이를 나타내는) 오각형 Item 
Pile 물품 더미 토큰을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새끼고양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 집에 들여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뾰족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못된 새끼고양이들을. 당신은 이 고양이들 전부

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에게 이 집 곳곳을 달리는 새끼고양이들을 진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왕 고양이를 진정시킬 고양이 먹이를 저

녁식사로 준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고양이잠을 재우기 위해서 새끼고양이들과 

왕 고양이를 진정시키고 왕 고양이에게 저녁식사를 먹

입니다... 

새끼고양이를 진정시키는 방법 

 새끼고양이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발톱을 

가진 채로 집 곳곳을 배회하는 동안에 쉬익 하는 

소리를 내고 울부짖습니다.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새끼고양이가 있는 방에 있을 때에 그 방에 

있는 새끼고양이 1마리를 기절시켜 진정시키기 위

해서 4+의 분별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

반 기절과 달리, 진정한 새끼고양이는 게임의 나머

지 시간 동안에 진정한 채로 남습니다. 

왕 고양이를 진정시키는 방법 

 영웅들은 마지막으로 왕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위

해서 집 곳곳에서 올바른 식재료들을 찾아내야 합

니다.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징조 기호 ↗↗

가 있는 방에 있을 때에 식재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3+의 지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웅들 전체가 식재료들을 영웅들의 수만큼 Dining 
Room 식당이나 주방이나 Menagerie 동물원까지 가

져가면 고양이 먹이가 완성됩니다. 식재료들을 고

양이 먹이로 대체하십시오. 

 영웅들은 왕 고양이가 세계 지배를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양이 먹이를 왕 고양이에게 가져가

서 그를 진정시키고 저녁식사를 먹여야 합니다. 영

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왕 고양이에게 저녁식사

를 먹이기 위해서 그에게 분별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웅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영웅마

다, 그 영웅은 그 공격을 할 때에 주사위를 1개씩 

더 굴립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이 집은 맛있는 간식의 냄새와 가르랑거리고 잠자는 만
족한 고양이들의 소리로 채워진다. 그 고양이들 중 한 
마리가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것은 
당신이 항상 꿈꾸었던 것이다. 이 집은 정말 놀랄 만큼 
아늑한 장소이다. 얼마나 멋지고 평화로운가. 분명히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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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치는 물의 소리가 이 집의 어딘가에서 들린다. 당
신은 그 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닷물의 냄새를 
더 맡는다. 갑자기, 당신은 여성의 거슬리는 목소리가 
고함치는 것을 듣는다. “여기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
이 찾아내는 전리품 전부를 가져올 준비를 해라!” 이 
집이 Pirate 해적들에게 침입당하자 쿵쿵거리는 장화의 
소리와 철컥거리는 칼의 소리, 모험이 이 집을 채운다. 

당신의 친구가 이 습격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은 당신에
게 확실하다. 당신은 당신 친구의 복수를 하고 해적들
의 아픈 곳을 찌르기를 원한다. 당신은 보물 상자의 이
야기들을 우연히 들어서 당신이 그것을 파괴한다면 해
적들은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삼각형 Might Roll 완력 굴림 토큰 4개를 한쪽에 두
십시오. 

 (Loot 전리품을 나타내는) 오각형 Item 물품 토큰

들을 영웅들의 수만큼 원하는 방(들)에 놓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각 층에 그 토큰들을 1개 이상 놓으십

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친구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해적 두목, Captain 
Sting 스팅 선장에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

굴과 헝클어진 흑발, (당신의 고통이 웃음소리를 일으

키지 않는 한)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으며 선장

을 하기에 놀랄 만큼 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선원들

에게 존경스럽고 무자비하다고 여겨지며, 그녀가 선원

들보다 보물에 관심을 더 가지더라도 그들은 그녀를 위

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보물 상자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해적들이 전리

품들 전부를 Underground Lake 지하호수까지 가져가면 

그들이 승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물 상자를 파괴하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보물 상자에 완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물 상자는 완력 4를 

가집니다. 당신이 보물 상자를 제압한다면 완력 굴

림 토큰 1개를 당신의 인물 카드 위에 놓으십시오. 

영웅들 전체의 인물 카드 위에 완력 굴림 토큰 4개

가 놓인 후에 당신이 다음번에 완력 공격에 성공하

면 당신은 보물 상자를 파괴합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스팅 선장은 일반 공격 동안에 기절할 수 있지만 

피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은 전리품을 습득할 수 있지만 전리품을 소지

하는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이동을 1칸 덜 합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보물 상자는 산산조각 나고, 그 입구는 열려서 스팅 선
장의 배를 다시 가져간다. 당신은 축하하기 시작하자 
다리 주위를 둘러싸는 족쇄를 느낀다. 스팅의 마지막 
선원이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선원
이 필요하다. 그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으
려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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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판탈롱1)과 주름진 칼라, 엘리자베스시대풍의 
가운으로 바뀐 당신의 옷을 보려 아래를 본다. 당신은 
당신이 Castle Elsinore 엘시노어 성2)에 있음을 알아채
고 약강오보격(弱强五步格)3)으로 말해야 할 가장 강한 
충동을 느낀다. 

지금 당장 

 (Mirror 거울을 나타내는) 오각형 Item 1 물품 1 토

큰과 (Dagger 단검을 나타내는) 오각형 Item 2 물

품 2 토큰을 서로 다른 방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으

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은 배반자의 아버지를 죽일 공모를 했는데, 그는 

the King of Denmark 덴마크의 왕으로 예정됐습니다. 

그 생각은 그때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배반자는 

Hamlet 햄릿입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 동안은 소침해 

하고 그의 상류사회 왕자 문제에 징징거릴 것이라는 의

심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당신과 그 자신을 죽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이 이상한 현실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햄릿이 그의 대사들을 말하고 죽기 전에 영웅들이 그들

의 대사들을 말하고 연극을 종료시킵니다. 햄릿이 그의 

고전적인 대사들을 말하기 전에 당신이 그를 죽여서 승

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극을 종료시키는 방법 

연극은 다섯 막(幕)입니다. 당신은 그 막들 전부를 마

치기 위해서 올바른 방들로 가서 대사들을 큰소리로 말

해야 합니다. 필요한 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방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탐험하십시오. 각 영웅

은 (그의 턴이 아니더라도) 턴 동안에 한 막을 완료할 

수 있지만 그 막들은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1막: King Hamlet 햄릿 왕의 유령을 만나기 위해

서 Balcony 난간이나 Roof Landing 지붕층계참이나 

Widow’s Walk 망부대로 가십시오. 대사: “덴마크

의 무언가가 썩었다.” 

 제2막: 햄릿의  정신장애를  논의하기  위해서 

Drawing Room 거실이나 Library 도서실이나 Study 

서재로 가십시오. 대사: “미치긴 했지만 조리는 있

군.” 

 제3막: 연극에 대해 화내기 위해서 Gallery 화랑이

나 Solarium 일광욕실이나 Theater 극장으로 가십시

오. 대사: “내가 보기엔 저 부인의 주장이 과한 것 

같소.” 

 제4막: 당신이 울보 햄릿을 독약이나 독검으로 죽

일 방법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Kitchen 주방이나 

Larder 식품저장실이나 Storm Cellar 폭풍대피실로 

가십시오. 대사: “제가 왕자에게 상처를 조금이라

도 낸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제5막: 결투를 하기 위해서 햄릿이 있는 방으로 가

십시오. 영웅들은 이번 막 동안에 그에게 결투들을 

3번 이상 시도하고 그가 살아남게 해야 하며, 제5

막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의 최종 대사를 말하십시

오. 대사: “편히 쉬십시오, 왕자님. 천사들이 당신

에게 안식의 노래를 불러 주길!” 

다섯 막 전부가 완료된다면 이번 헌트가 끝납니다. 햄

릿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햄릿이 당신을 공격한 후에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

다면 당신은 즉시 그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제5막에서, 당신은 주사위들을 당신의 완력 숫자 

이하만큼 (최소 1개) 굴려서 햄릿에게 공격하거나 

그에게 맞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

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은 당신의 익숙한 옷과 오늘날의 현실로 돌아온다. 
당신의 앞에 이를 드러낸 외딴 두개골이 있다. 배반자
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그 두개골을 집어 
들고 말한다. “아아, 불쌍한 햄릿. 나는 그를 알았네, 
호레이쇼.” 

퇴장. 

1) 여성용 나팔 모양 바지. 

2) William Shakespeare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Hamlet 햄릿》에 등장하는 성. 

3)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 다음에 강세를 받는 음절

이 오는 것을 ‘약강’이라 하고, 이런 약강이 한 줄에 

연속으로 5번 나타날 때 ‘오보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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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고개를 들고 동료 탐험가가 홀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본다. 당신은 손을 흔들고 그에게 당신이 방금 찾
아낸 주문책을 확인하자는 몸짓을 보이지만 입술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목을 조용히 가다
듬고 더 큰소리로 말하려 노력한다. 여전히 아무 소리
도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숨을 쉬려 노력한다. 그래, 
괜찮다. 당신은 손가락을 퉁긴다. 아니, 당신은 귀머거
리가 아니다. 당신의 친구는 입을 움직이며 당신의 옆
에 있다. 그는 입모양으로 말한다. “내 말 들려?” 당신
은 고개를 젓는다. 당신은 멀리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 당장 

 당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당신의 인물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것을 큰소리로 읽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나머지 영웅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몸짓을 보이

십시오. 그들도 몸짓을 하였습니까? 좋습니다. 이

것의 나머지 부분을 조용히 읽은 후에 이 소책자를 

당신의 왼쪽 영웅에게 넘기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친구는 인간 가면처럼 보이는 것을 벗고 섬뜩한 

피조물로 변하는데, 늘어진 입을 무서운 일그러진 미소

로 바꿉니다. 당신의 친구가 보호하는 상자는 매우 오

래됐고 글자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상자 - 목소리상자

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침묵시키는 마법의 원천 

(源泉)임에 틀림없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배반자를 죽입니

다... 

당신의 턴 동안에 

당신은 배반자가 당신에게 특별한 언급을 할 때까지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문책을 사용하는 방법 

 당신은 목소리상자를 열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

기 위해서 올바른 주문들을 수집해야 하지만 일부 

주문책들은 저주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배반자의 머리는 피의 소나기 속에서 터진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이질적으로 들리지만 당신은 목소
리를 다시 가지게 되어 기쁘다. 잠깐.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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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의 동료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집의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났
고 이제 진실을 알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동료라고 생
각한 사람들은 이 집에 출몰하는 유령이었고 유령 한 
위(位)를 위한 공간을 더 만들었다. 이제 당신은 이 집
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 그 유령들이 당신의 분별력을 
어떻게든 벗겨 낸다면 당신도 이 유령의 집의 영구적인 
주민이 된다. 

지금 당장 

 이 공간에서 떠나십시오. 이번에 배반자들은 집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Spirit Board 영혼판을 나타내는) 종이 조각 하나

를 구하십시오. 그것에 A부터 Z까지의 글자를 적

으십시오. 그 글자들 사이를 띄우십시오. (당신은 

The Ouija Board 위자 보드®1)와 같은 실제 영혼판

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영혼판의 뾰족한 지시물인 

Planchette 플랑셰트를 나타내는) 오각형 Item 물

품 토큰 1개를 한쪽에 두십시오. 

 배반자가 영혼판 징조 카드를 소지한다면 그 카드

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나머지 탐험가들은 이제 Poltergeist 폴터가이스트2)이

고 당신을 이 집의 유령출몰에 합류시키려 유령으로 바

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Entrance Hall 현관의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 문

은 열려 있습니다... 

영혼판을 사용하는 방법 

 당신은 폴터가이스트에게서 공격받을 때에 아무 

주사위도 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당신

의 영혼판을 사용합니다. 그 폴터가이스트는 그가 

있는 방 타일에 그려진 것 1개를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1-2단어이고 6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타일을 보고 그 방에 있는 것들 중에 생각을 하십

시오. 

 당신은 그 턴 동안에 당신의 지력 점수만큼 여러 

번, 당신이 그가 그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

는 물체의 글자 1개를 가리키기 위해서 영혼판 위

에서 플랑셰트의 꼭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다 그 폴터가이스트는 당신에게 정답에 그 글자

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 당신이 그 턴 

동안에 맞춘 각 글자는 당신이 방어에 사용하는 숫

자 1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추측

하십시오. 그 추측이 맞다면 당신은 방어에 사용하

는 숫자를 1 더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터가이스트가 당신을 공격할 때에 
당신이 지력 5를 가지고 있고 Kitchen 주방에 있다
면 당신은 F-R-I-G-E 글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폴터가이스트가 FRIGE를 적는다면 당신은 숫
자 5로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F-RRR-I-G-
EE를 적는다면 당신은 숫자 8로 방어할 것입니다. 
당신의 추측인 REFRIGERATOR 냉장고가 맞다면 
당신은 숫자 9로 방어할 것입니다. 

 당신은 폴터가이스트에게 영혼판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면 그 대신에 1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폴터가이스트들을 잠시 

동안 죽이기 위해서 퇴마의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각 퇴마의식 굴림은 특정한 방이나 물품 카드를 요구합

니다: 

 당신은  Chapel 예배당이나  Crypt 지하실이나 

Pentagram Chamber 오망성방에 있거나 신성한 상

징물이나 반지를 소지할 때에 퇴마의식을 수행하

기 위해서 5+의 분별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

다. 

 당신은 Library 도서실이나 Research Laboratory 연

구실험실에 있거나 책이나 수정구를 소지할 때에 

퇴마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5+의 지력 굴림을 시

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배반자 1

명은 즉시 죽습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폴터가이스트들은 이동을 세는 목적으로 상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징조 규칙 

 영혼판은 유기될 수도 없고 교환될 수도 없고 탈취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은 정문을 통과해 달리고, 심장은 보도를 철썩거리
며 걷는 발의 소리만큼 빠르게 쿵쿵 뛴다. 당신은 온전
한 마음과 몸, 정신을 가진 채로 도망쳤고, 그 집을 되
돌아보자 여러 창문이 유령 관찰자들의 실루엣으로 채
워져 있는 것을 본다. 아직 창문 한 개는 빈 채로 남아 
있고, 따뜻하고 유혹적인 빛이 안에서부터 잠재적인 새
로운 주민들을 손짓으로 부른다. 

1) 

2) 악취와 소음이 나며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등의 

괴현상을 말한다. 유령과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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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괴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 함정에 미끼를 놓을 때에 눈 속의 굶
주림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인어의 고기인 “인어스테이크”는 가장 환상적인 진미
(珍味)라고 전해진다. 그것은 기름지고 잘 찢어지고 ... 
당신에게 영원한 젊음을 준다. 당신은 간장을 찍은 그
것의 맛이 어떨지가 궁금하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 집은 범람하고 있고, 당신의 친구는 인어로 변했습

니다. 그의 새롭게 성장한 지느러미들은 물 속에서 그

를 잡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 집

이 완전히 범람하고 인어가 미끄러져 다시 대양(大洋)

으로 가기 전에 당신은 배반자를 사냥해야 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인어”를 죽입니다. 당신은 불멸자가 되기 위해

서 그의 살코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S”를 보이는 뒤집어진 괴물 토큰으로 표

시된 범람한 방에 있는 동안에 속력 굴림을 할 때

에 주사위들을 2개 덜 굴리고, 이동을 2칸 덜 합니

다. (당신은 언제든 주사위를 최소 1개 굴리고 이

동을 최소 1칸 합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생선이다. 분명히 그 맛은 생선과 같다. 넙치 같이 은
은한 무언가. 이상하다. 당신은 더 ... 인간 같은 맛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당신은 피부가 새로운 매끈함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더 젊고 강함을 느낀다. 특히 다리
가. 그러나 뼛속 깊은 고통이 있다. 당신은 발목들을 
움켜잡고 비늘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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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친구는 빛나는 붉고 뾰족한 모자를 쓴다. 홀(笏)
을 휘두르며, 당신의 친구는 솔직히 고함친다. “오늘,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된다면 저는 교황에 선출될 것
입니다!” 

이런, 그것은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 교황을 아는 
것은 좋 ... 

“저의 단독 출마를 보장하려면, 저는 이 집을 대죄인들
의 피로 휩싸야 합니다!” 

아, 맞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을 잠시 동안 잊었다. 

지금 당장 

 (Elector 선거인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색깔의 작

은 괴물 토큰 7개를 영웅이 없는 방(들)에 “S”가 

보이지 않도록 놓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선거인들

을 층과 층 사이를 비롯하여, 서로 인접한 방에 놓

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경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놓으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Sinn 신 [참고로, sin은 죄악] 추기경인데, 그는 

당신에게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배반자가 교황에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반자를 죽이거나 영웅들의 인물 카드 위에 선거인 4

개를 놓습니다. 배반자는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서 선거

인 4개가 필요하고 지붕층에 도달해야 합니다...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 

 배반자에게 맞서 투표할 선거인들의 과반수를 확

보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투표하

지 않은 선거인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그의 표를 

얻기 위해서 6+의 분별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

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그 선거인을 가져와서 

당신의 인물 카드 위에 놓으십시오. 

특별한 공격 규칙 

 배반자는 (그의 인물 카드 위에 선거인들이 4개 이

상 놓여 있지 않는 한) 육체적 피해도 정신적 피해

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물품 카드를 탈취하

기 위해서 배반자에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선거인들 전부를 배반자

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선거인들은 오늘 아무 교황도 선출되지 않을 것을 결정
했다. 배반자는 지붕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본 후에 부끄러워서 이 집의 꼭대기로 가서 뛰어
내린다. 

당신은 새로운 교황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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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낄낄거린 후에 유쾌하게 속삭이는 소년의 소리
를 듣는다. “재미있는 놀이를 알아! 너한테 규칙을 알
려 줄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도 돼...” 

지금 당장 

 삼각형 Sanity Roll 분별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의 

수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삼각형 Knowledge Roll 지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

의 수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짓궂은 소년의 영혼에게 속아서 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영혼은 폭력적인 놀이를 즐기는 Bully 불

량아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놀이는 누가 피를 가장 잘 

흘리는지를 보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포함합니

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그 영혼을 혈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분별력 굴림 토큰들 그리고/또는 지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의 수만큼 Nursery 아기방에 놓습니다... 

영혼을 해방시키는 방법 

 영혼을 혈석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더 흥

미롭고 치명적인 무기들을 보여 주십시오. 무기 카

드 2장을 모아서 한꺼번에 아기방에 유기하십시오. 

다이너마이트는 이번 헌트의 목적으로 도끼와 혈

액 단검, 붐스틱, 사슬톱, 제물 단검, 리볼버, 창과 

함께 무기로 간주됩니다. 혈액 단검은 아기방에 유

기될 수 있지만 마치 탈취된 것처럼 간주됩니다. 

 아기방에 무기들이 2개 이상 있을 때에 당신은 불

량아를 속여서 혈석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아기방에 있을 때에 

불량아를 속이기 위해서 5+의 분별력 굴림이나 지

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

다면 그 굴림에 사용한 특성 굴림 토큰 1개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당신이 죽는다면 ... 

당신의 머리 속에서 불량아의 목소리가 말한다. “야, 
나는 네가 그만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가서 베이
스를 찍고 돌아와!” 

당신의 물품 카드들 전부를 유기하고 당신의 피규어를 

아기방에 놓으십시오. 당신의 각 특성을 시작 숫자로 

재조정한 후에 물품 카드 1장을 뽑고 이번 턴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계속 평소처럼 턴을 가지십

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그 영혼은 그 돌에서 떠나자 충격 받은 것처럼 보이고, 
불꽃이 그의 천상의 모습 주위에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
한다. “어떻게 된 거지? 이 놀이는 재미없어!” 

그는 그 무기들을 움켜잡으려 노력하지만 손은 그것들
을 무해하게 통과한다. “네가 속였어! 내가 이겨야 했
어! 내가 너보다 더 잘 했어...” 

그 영혼은 땅에 불꽃과 연기의 숨으로 쓰러진다. 그는 
사라지는 동안에 소리친다. “불공평해애애애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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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그 책 – Maldovo 말도보라는 악한 강령술사에 
대한 동화를 펼치자 박쥐 날개 달린 열쇠가 바닥판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예상치 못하고 진저리 나는 무언가
가 일어난다. 그 책 속의 화려한 삽화들이 섬뜩한 빛으
로 빛나고 그 책을 잡은 당신의 동료 탐험가의 얼굴을 
비춘다. 

“드디어.”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로 읊조린다. “나의 소환이 완료되었도다. 나는 
말도보이며 이 세계로 돌아왔노라!” 

지금 당장 

 배반자가 열쇠 징조 카드를 소지한다면 영웅 1명

에게 그 카드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그 동화에서 기억하는 바로는, 젊은 마법사가 

강령술사 말도보의 숨겨진 영혼을 파괴해서 세상을 구

했습니다. 말도보가 당신을 사냥해서 당신의 영혼을 먹

기 전에 당신은 이 집 안에 보호된 그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말도보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말도보의 영혼은 일련의 Soulcrux 소울크룩스 속에 숨

겨져 있었습니다. 그 강령술사의 영혼은 알 속에 숨겨

져 있었는데, 그것은 오리 속에 숨겨져 있었고, 또 그

것은 토끼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또 그것은 잠겨진 궤

짝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그 궤짝

을 열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 그 토끼를 죽이고 그 오리

를 죽이고 그 알을 깨고 - 그 안에 있는 말도보의 악한 

영혼을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말도보는 피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강령술사는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을 내뱉고 당신의 눈 
앞에서 먼지로 부서진다. 묵직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지는 그 책 자체를 제외하고, 이 세계에 말도
보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에게 그 책을 태워 
버릴지 혹은 당신의 개인 도서실을 위한 귀중한 유물로
서 남길지에 대한 결정을 남긴다. 그 선택은 당신의 마
음을 무겁게 한다. 

당신은 그 열쇠를 집어 든다. 어쩌면 그것을 가둬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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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먼지투성이 바람이 이 집 곳곳에서 불고 당신의 
동료 탐험가들 중 한 명의 주위에서 소용돌이친다. 한 
손에 올가미 매듭의 밧줄을 쥔 채로, 당신은 당신의 친
구가 당신에게 매우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고는 괴상한 경고가 당신의 친구의 입술에서 
새어 나온다. “나는 너희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갈 것이
다... 교수형집행자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서부시대 교수형집행자의 영혼에게 빙의됐습

니다. Hangman 교수형집행자는 이 집에 있는 모두의 

목이 올가미의 끝에 매달릴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교수형집행자 게임1)을 교수형집행자보

다 더 잘 한다면 높이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살아있는 영웅들 전부가 교수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교수형집행자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당신의 당신의 개인 

교수대집행자 게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동 점수 전부를 소비하여 글자 하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턴 동안에 틀린 추측에 대해, 교수형집

행자는 당신의 교수대 종이 조각에 신체 부분 하나

를 그릴 것이며, 당신은 육체적 피해를 주사위 1개

만큼 받습니다. 

 당신이 그 턴 동안에 맞춘 추측에 대해, 교수형집

행자는 당신의 교수대 종이 조각의 해당하는 위치

(들)을 그 글자(들)로 채우고 영웅들 전부에게 그 

게임의 진척을 보여야 합니다. 영웅은 그에 대한 

게임을 해결하면 그 교수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올가미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교수형집행자는 올가미를 사용하여 당신을 교수대

를 위해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의 시작 시에 올가미에 속박되어 있다면 올가미로

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4+의 완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그 올가미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이 집은 여전히 고요하다. 교수대들의 삐걱거리는 소리
는 한 번 더 조용해진다. 당신은 나머지 생존자들을 한 
명씩 보는 동안에 당신이 당신의 앞에 있는 올가미에 
매달렸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상상한다. 당신은 이 
집의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동안에 당신 주위의 땅을 
마치 서부시대인 것처럼 상상하고 ... 영어 수업에 대
해 감사해 한다. 

1)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문제 출제자는 종이에 

교수대를 그리고 그 아래에 밑줄을 정답의 철자 개

수만큼 그린다. 추측자는 알파벳 하나를 말하고, 그

것이 정답에 있다면 출제자가 그 알파벳을 해당하

는 위치의 밑줄(들)에 적는다. 그렇지 않다면 틀릴 

때마다 교수대에 사람의 모양을 머리 – 몸통 – 왼팔 

– 오른팔 – 왼다리 – 오른다리 순으로 하나씩 그린

다. 6개의 몸 부분이 모두 그려지면 출제자가 승리 

하고, 그 전에 모든 밑줄에 알파벳이 적히면 추측자

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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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곳에 온 이래로 이명(耳鳴)을 앓았다. 그것은 
작게 시작됐고 당신은 고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은 꾸준히 커져 왔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생각이자 
모든 내면의 소리는 당신의 머리 속에서 북처럼 울린다. 
그 소리는 매우 크다!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골똘히 가
리키며 빨대처럼 꼿꼿하게 선 창백한 푸른 촉수가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지금 당장 

 각 영웅은 종이 조각 하나를 구하고 그 종이 조각

에 그 영웅의 관점에서의 “Thought 생각”을 적습

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문득 떠오른 것이나 이 게

임에서의 이전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 없도록 그 종이 조각을 접으십시오. 

 각 영웅은 그의 종이 조각의 바깥 면에 특성 하나

를 적고 그 특성 1점을 얻습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뇌를 빨아먹는 괴물로 바뀌었고 그의 공포스

러운 Brainstraw 뇌빨대들로 당신의 생각들을 빼앗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배반자의 생각들 전부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턴 동안에 

당신이 당신의 턴의 시작 시에 생각을 소지하지 않는다

면 육체적 피해를 주사위 1개만큼 받으십시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배반자나 뇌빨대의 생각 1개를 무작위로 

탈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

습니다. 

 뇌빨대가 육체적 전투 중에 당신을 제압할 때에, 

당신은 생각을 소지한다면 아무 피해도 받지 않고; 

생각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일반 피해를 받습니다. 

 뇌빨대는 영웅의 턴 동안에 전투 중에 제압된다면 

기절하고 후퇴합니다. 그 뇌빨대를 배반자가 있는 

방에 놓으십시오. 

 당신이 육체적 전투 중에 배반자를 제압한다면 당

신은 아무 피해도 주지 않지만 배반자를 뇌빨대가 

있는 방에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잃거나 얻는다면 ... 

 당신이 생각을 잃는다면 그 종이 조각의 바깥 면에 

적힌 특성 1점을 잃으십시오. 

 당신이 생각을 얻는다면 그 종이 조각의 바깥 면에 

적힌 특성 1점을 얻고 그것의 안쪽 면에 적힌 생각

을 큰소리로 읽으십시오. 

 당신은 공격 없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영웅 1명에

게 생각 1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

각을 잃고, 그 영웅이 생각을 얻은 것으로 간주됩

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배반자는 땅에 눕고, 뇌를 빨아먹는 빨대들은 오그라들
고 분해된다. 당신의 이전 친구는 몸을 웅크리고 비명
을 지른다. “안돼애애애... 그것들은 내 거야. 내가 그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잊을 거야.” 그리고 그렇다. 당신의 친구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지만 당신은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머리
를 하늘을 향해 들며 별들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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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신의 집이다. 당신이 지붕에 목을 매어 자살
한 날 이래로 그것은 항상 당신의 집이었다. 새로운 사
람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지금 당장 

 아무 물품 카드도 소지하지 않은 각 영웅은 물품 

카드 1장을 뽑습니다. 그 이후에 영웅들은 영웅들 

전체가 물품 카드 4장을 소지할 때까지 물품 카드

들을 뽑습니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당신을 당신의 집에서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

습니다. 당신은 Ghost 고스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배반자를 막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배반자를 사후세계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죽입

니다... 

당신의 턴 동안에 

당신이 당신의 턴 동안에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 턴의 

종료 시에 분별력 1점을 얻으십시오. 

특별한 공격 규칙 

 당신은 원하는 특성을 사용하여 배반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배반자는 당신과 같은 특성을 사용하

여 방어합니다. 당신이 정신적 특성을 사용하여 배

반자를 공격하고 제압한다면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당신은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면 지력 대

신에 분별력을 잃어야 합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특성을 

두개골 기호까지 낮출 것이라면 그 특성을 두개골 

기호 위의 최저 숫자까지 낮추십시오. 당신은 당신

의 특성을 잃을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

니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은 무형(無形)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방 효

과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동 중에 분별력 

1점을 소비하여 벽을 통과해서 인접한 방에 마치 

출입문으로 연결된 것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물품 및 징조 규칙 

 당신은 물품 카드나 징조 카드를 버릴 수도 없고 

유기할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고 탈취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집은 마음의 고향이다. 나무 상자가 더 적절했을 것이
지만 이 꽃무늬 찻주전자는 좋은 것이다. 당신이 바닥
판을 그 찻주전자의 새로운 받침으로 쓰자 가족 중 신
참이 돌아보고 말한다. “이것이 제 장례식이라면 누군
가가 몇 마디 해야 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일제히 연호한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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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the Beast 짐승을 소환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충
실한 강아지의 무해한 모습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발톱을 내 영혼에 박았고, 그것이 나를 
먹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개는 감금된 
병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내가 짐승의 도구가 되기 전
에 이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 당신은 노
인의 일기에서 이 마지막 항목을 읽는 순간에 발랄한 
짖는 소리를 듣고 당신의 마음에서 강한 공포를 느낀다. 

지금 당장 

 각 영웅의 탐험가 토큰들을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강아지에 갇힌 hellbeast 지옥야수는 당신의 마음을 사

로잡거나 당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당신

은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이 사랑스러운 짐승의 노

예가 될 것입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짐승을 도살한 후에 물어오기 놀이를 통하여 

그 개를 공격합니다... 

짐승을 도살하는 방법 

짐승에게는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악귀

는 그의 선천적인 본능을 전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서 

당신은 물어오기 놀이를 통하여 그 개 속에 갇힌 짐승

에게서 잠시 동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짐승과 같은 방에 있을 때에 그를 물품 

기호   가 있고 당신이 있는 방에서 최대 6칸 떨어진 

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4+의 지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

습니다: 

 그 방에 이미 무기가 있다면 짐승은 그것을 당신에

게 가져옵니다. 당신은 즉시 그 무기를 사용하여 

짐승에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아무 무기도 없다면 짐승은 물품 카드 1장

을 뽑아서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그 카드가 무기라

면 당신은 즉시 그 무기를 사용하여 짐승에게 공격

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어오기 놀이를 하는 턴 동안에 무기를 사

용하여 짐승을 공격하고 그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

신의 탐험가 토큰 1개를 가져오십시오. 

영웅들 전체가 탐험가 토큰들을 헌트를 시작한 영웅들

의 수보다 1개 더 많이 누적하면 짐승은 도살되고 그 

악귀는 추방되며, 그것의 희생자들은 더 이상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 악

귀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도살된 후에 당

신이 다음번에 물어오기 놀이를 하고 무기를 얻을 때에 

당신은 그 개가 당신에게 가져온 무기를 사용하여 그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탐험가 토큰들 

전부를 잃습니다. 

특별한 공격 규칙 

 짐승은 당신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의 능력은 당신

이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

은 오직 물어오기 놀이를 통하여 그와 싸울 수 있

습니다 (짐승을 도살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짐승은 종에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짐승과 같은 방에 있을 때

에 종으로 그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죽은 척 하게 

하기 위해서) 5+의 분별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

니다. 

 고양이를 소지하는 영웅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그 

영웅은 짐승에게 피해를 받을 것이라면 그 대신에 

고양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자나 소유된 영웅을 평소처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기이한 울부짖는 소리가 공기를 채운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과 생각을 뜯으며 당신의 마음을 긁는 발톱을 느낀
다. 당신이 이 소용돌이에 푹 빠질 것이라는 걱정하려
는 참에 그 고통은 끝나며 침묵이 이 집에 내린다. 그 
개는 죽기 전에 꼬리로 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당신의 
손을 힘 없이 핥는다. 죽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착하
다. 



실존은 본질[정수]에 앞선다 
PENDLETON WARD의 시나리오 

헌 트 

73 

미친 듯한 킥킥거리는 소리의 분명한 억양이 이 집 곳
곳에 메아리친다. “히이 히이 히이이 하 호오 히이이 
히이 호오 히이이 하 히이이이이이이!!!” 당신은 이 어
색하고 친숙한 웃음소리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들려오고 있음을 알아챈다! 확실히 당
신의 친구는 이 집의 어딘가에서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귀신 들리지 않은 놀이방에서 발이 걸린 
후에? 

“주목, 이전 친구들 모두!” 당신의 친구는 외친다. “나
는 내 새롭고 유일한 친구인 작고 배고픈 Head 머리를 
만났어... 인사해.” 온순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가 끽 
하는 소리를 낸다. “안녕, 여러분. 나는 배고파.” 

“그래서” 당신의 친구는 계속한다. “나는 머리에게 너
희의 얼굴을 마음껏 먹일 거야! 히이 하 호오 히이 하!” 
흠 ... 그 머리라는 녀석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당신의 친
구는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들린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는 단지 포옹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Hug 포옹을 나타내는) 사각형 Obstacle 장애물 토

큰들을 영웅들의 수의 2배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당신을 그의 새로운 절친인 작고 예의 바른 

머리에게 먹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영웅들이 배반자를 충분히 여러 턴 동안 포옹하며 마음

과 몸, 영혼을 정상으로 복원시킨 후에 머리를 포옹해

서 배반자를 영웅으로 바꿉니다. 또는 영웅들이 배반자

와 머리 모두를 죽입니다 (당신은 영혼 없는 인간 껍질

입니다)... 

누군가를 포옹하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배반자나 머리를 포옹하

기 위해서 그에게 완력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반자를 포옹한다면 배반자의 인물 카드 

위에 있는 포옹마다, 주사위를 1개씩 더 굴립니다. 

당신이 있는 방에서 2칸 안에 있는 다른 영웅은 당

신과 함께 집단-포옹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방해

하는 효과를 무시하며 그 영웅(들)의 피규어를 당

신이 있는 방에 놓고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영웅마다, 주사위를 1개씩 더 굴립니다. 포옹에 성

공한 턴의 종료 시에 포옹 1개를 배반자의 인물 카

드에 놓으십시오. 배반자를 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영웅들 전체는 배반자를 영웅들의 수의 2

배만큼 여러 턴 동안 포옹해야 합니다. 

 머리가 배반자와 같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머리를 

포옹할 수 있습니다. 배반자가 정상으로 복원된 후

에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배반자는 영웅으로 바뀝

니다. 

 포옹은 아무 피해도 주지 않지만 포옹받은 인물이 

소지하는 물품 1개를 탈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목적으로, 탐험가 토큰들은 물품으로 간주됩니

다. 

특별한 이동 규칙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포옹한다면 그 턴 동안에 

다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만세! 포옹과 사랑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아니면 ... 
당신은 포옹하는 대신에 모두를 죽였는가? 어느 쪽이
든, 당신은 격렬한 성취감을 느낀다. 당신의 행동에 용
기를 얻은 채로, 당신은 떠나기 전에 의자 두어 개를 
의도적으로 쓰러뜨리며 느린 건방진 걸음을 하고 정문
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간다. “나는 놀라워!” 당신은 특
별히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당신은 오늘 분명히 그 초
자연적인 세력에게 턱을 긁을 무언가를 줬다. 업적 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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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홀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이전에 결코 알지 못한 공포로 채운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악몽을 전염시킨 미친 유머가 
있던 공포스러운 이방인에 대한 끔찍한 어린 시절 기억
을 회상한다. 당신은 무시무시한 형상이 이 집의 홀들
을 쫓아다녔음을 뼛속까지 알고 있다. 거대한 손에, 그
는 죽음의 고문 기구들을 들고 있다. 당신의 목숨을 위
해 달릴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광대는 당신
을 잡을 것이다. 

지금 당장 

 삼각형 Might Roll 완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의 수
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삼각형 Knowledge Roll 지력 굴림 토큰들을 영웅들

의 수만큼 한쪽에 두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Knick-Knack the Clown 광대 장식품인데, 그

는 당신을 확실하게 죽일 치명적인 조크들을 준비했습

니다. 각 영웅은 배반자가 제공하는 종이 조각 하나를 

선택하는데, 각 종이 조각은 서로 다른 개그를 나타냅

니다. 종이 조각이 영웅들의 수보다 더 많다면 선택되

지 않은 것들은 게임 상자에 숨기십시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영웅이 집에서 탈출합니다. 또는 당신

이 광대를 죽입니다. 또는 광대의 개그들 전부가 파괴

됩니다. 하지만 영웅들이 2명 이상 죽는다면 영웅들이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패배합니다... 

집에서 탈출하는 방법 

 광대는 집의 정문을 잠그고 사슬로 감고 나비 매듭

을 지었습니다. 영웅은 그의 턴 동안에 1번, 

Entrance Hall 현관에 있을 때에 사슬을 부수기 위

해서 5+의 완력 굴림이나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5+의 지력 굴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그 굴림에 사용한 특성 굴림 토큰 1개

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현관에 특성 굴림 토큰들

이 영웅들의 수만큼 놓이면 그 문은 열립니다. 

 정문이 열려 있고 당신이 당신의 턴의 시작 시에 

현관에 있다면 당신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한다면 ... 

당신은 살아서 탈출했다. 당신이 다른 광대를 다시 보
지 못한다면 그는 곧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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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寒氣)가 공기를 채운다. 아니, 당신은 차디참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집의 한 치씩 뒤덮기 
시작한 얇은 얼음 층이 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매서운 Ice Queen 얼음 여왕으로 변한 당신의 이전 친
구이다. 당신이 곧 데우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여왕이 먼저 당신을 죽이지 않는 한 당신은 분명히 
얼어 죽을 것이다. 

지금 당장 

 (Thermostat 온도조절기를 나타내는) 오각형 Item 

물품 토큰 7개를 한쪽에 두십시오. 

 온도조절기 1개를 Furnace Room 용광로실에 숫자 

면이 보이도록 놓으십시오. 징조 기호   가 있는 

각 방에 온도조절기 1개를 숫자 면이 보이도록 놓

으십시오. 

당신이 악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반자는 당신의 친구를 악한 얼음 여왕으로 바꾼 어린 

시절 기억의 방아쇠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당신을 얼려 

죽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음 여왕의 능력은 추위에

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분(分)마다 더 추워

지고 있고 눈과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여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다시 데우려 온

도조절기가 있는 방들에 도달해야 합니다. 

... 하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당신이 배반자를 죽입니다. 또는 영웅들이 온도조절기 

6개를 작동하고 턴/피해 트랙의 클립을 0까지 낮춥니

다... 

집을 해동하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턴 동안에 1번, 숫자 면을 보이는 

온도조절기가 있는 방에 있을 때에 그것을 작동하

여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4+의 지력 굴림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굴림에 성공한다면 그 토큰을 

숫자 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으십시오: 이제 그 

온도조절기는 작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턴/피해 

트랙의 클립을 다음으로 낮은 숫자로 후진시키십

시오. 

당신이 이 헌트를 마치면 

헌트 100 다음의 표에 

당신의 탐험가의 완료를 표시하십시오. 

 탐험가가 징조 기호   가 있는 방을 발견한다면 

(한쪽에 둔 온도조절기가 남아 있는 한) 온도조절

기 1개를 그 방에 놓으십시오. 

당신이 승리한다면 ... 

살아나는 온도조절기들의 따뜻한 빛 속에서, 그 피는 
당신의 얼얼하고 동상 걸린 손가락으로 돌아가기 시작
한다. 당신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 어쩌면 긴장해서 
다시 떤다. 그 얼음이 거대한 웅덩이들로 녹기 시작하
자 당신은 그 고인 물들을 뛰어넘고 정문을 향해 나아
간다. 당신은 긴 방학이 잘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따뜻한 곳은 좋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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