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rnot Köpke & Uwe Rosenberg

노르웨이 사람들 확장 규칙서

탐사와 약탈뿐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분

야에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위대한 바이킹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시간

입니다. 발견되길 기다리는 풍요로운 땅, 새로운 

건물과 가축, 더 많은 부의 축적을 도와줄 놀라

운 가능성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정복하

는 자가 바로 가장 위대한 바이

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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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구성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물품

이 확장판에는 새로운 물품 타일을 보관할 물품 상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를 참고하여 새로 추가된 물품 타일을 물품 보관함에 정리합니

다. 커다란 물품들만 새로운 보관함에 정리하고, 작은 물품들(완두, 기름)

은 기본판의 물품 상자에 함께 정리합니다.

양면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된 타일들을 적당히 두 더미로 분리해 물품 

상자의 칸에 나눠 넣습니다.

도구 모직물

사슴뿔 피혁

돼지 말

향초

물품 상자

게임판

특별 타일

타일

새로운 물품 타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될 물품 상자 1개

특별 타일 6개

특수 헛간 6개
산맥판 1개

승점 토큰 16개

배가 놓일 새로운 보급판 1개

소규모 이주 8개

은화 타일 ‘2개짜리’ 10개

대장장이 집게가 그려진  

작은 특별 타일이 놓일 보급판 1개

양면이 다른 내용으로 표시된 행동판 3개

양면이 다른 내용으로 표시된 탐사판 8개  

(A부터 D까지 각각 2개씩)

이중 4개는 기본판의 탐사판을 대체할 새로운 탐사판 세트

‘2점짜리’ 8개‘3점짜리’ 6개‘4점짜리’ 2개

물품
물품 타일 95개

완두 / 벌꿀 술 10개 기름 / 룬 문자 표시돌 5개

향초 / 돼지 23개

말 / 임신한 말 21개 피혁 / 모직물 14개

사슴뿔 / 도구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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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기본판을 준비할 때처럼 게임을 준비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

습니다.

행동판과 물품 상자

기본판의 커다란 행동판 하나 대신 확장판의 3개로 분리된 행동판을 사용

합니다. 플레이어 수에 따라 적절한 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이 확장판을 포함해 게임할 때는 기본판에서 4명이 게임할 때 사용했던 기

본판의 추가 행동판 2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플레이

어가 사용한 행동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추가 행동판을 기

본판 상자에 되돌려 놓습니다.

특수 헛간

특수 헛간 건물판을 무작위로 섞은 다음 플레이어마다 1개씩 나눠줍니다. 

남은 특수 헛간 건물판은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받은 타일을 옆으

로 잠시 치워둡니다. 특수 헛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도중 헛간을 짓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있는 특수 헛간을 

헛간 대신 지을 수 있습니다.

탐사판

본 확장판에 새롭게 추가된 섬의 탐사판 4개를 앞면(오른쪽 아래에 알파벳

이 적힌 면)이 보이게 해서 행동판 옆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3명이 게임할 때는 기본판의 섬을 대체하는 탐사판 2개(A, B 

중 1개 + C, D 중 1개)를, 4명이 게임할 때는 4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합니다.

배와 특별 타일을 놓는 보급판

배 타일이 놓이는 새로운 보급판에 배를 놓습니다. 새로운 보급판에는 ‘소

규모 이주’ 타일을 놓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장장이 집게가 표시돼 있고, 무

력값이 9보다 작은 특별 타일을 모

두 새로운 특별 타일 보급판에 놓

습니다. 십자가상처럼 기본판에 

들어 있는 특별 타일도 이 위에 놓

습니다. 공예 행동 칸을 사용하면 

이 타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기본판의 특별 타

일 보급판은 뒷면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맥판

기본판에 포함된 산맥판과 확장판에 추가된 산맥판을 함께 섞어서 사용합

니다.

승점 토큰

승점 토큰을 가져가기 편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행동판의 이 면은 1명이나  

2명이 게임할 때 사용합니다.

행동판의 이 면은 4명이  

게임할 때 사용합니다.

원한다면, 플레이어 수에 상관없이 모든 탐사

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미니 확장 #1>의  

‘로포텐/오크니’ 또는 ‘티에라 델 푸에고’ 탐사

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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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행
본 확장판의 한 라운드는 기본판과 같은 단계를 밟으며 진행합니다. 기본

적인 게임 규칙은 그대로 따르며, 확장판의 규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가축 번식

말과 돼지를 놓을 축사는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과 소를 놓

는 축사에 같이 두거나 본거지판 옆에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건물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 가축은 가축 번식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임 종료 단계

에 승점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돼지는 다른 가축보다 빨리 번식합니다. 따라서 돼지 2마리 이상을 보유하

고 있다면,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돼지 1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돼지 타

일은 ‘임신한’ 면이 없습니다.

새로운 행동 칸

행동판의 다섯 번째 열에는 바이킹 1명이나 2

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이킹

을 놓으면 그 플레이어는 라운드 중에 더 이상 

다른 바이킹을 놓을 수 없습니다(이번 바이킹

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열의 행동 칸에 바이킹 2명을 놓으

면, 추가로 직업 카드 1장을 내려 놓을 수 있

습니다.

건축

기본판의 건물들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헛간을 지을 때, 헛간 대신 특수 헛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수 헛간을 짓

기로 했다면, 양쪽 면 중 원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플레이어마다 특수 헛간은 1채씩만 지을 수 있습니다.

수렵

새로운 수렵 행동인 ‘낚시’나 ‘엘크 사냥’

을 하려면, 비용으로 적절한 무기 카드

를 내야 합니다. 무기 카드 대신 나무를 

낼 수 없습니다. 수렵에 실패하면, 해당

하는 행동 칸에 표시된 무기 카드를 1장

씩 받습니다.

가축 시장

 

이 행동 칸을 사용하려면, 은화와 함께 행동 칸에 그려진 물품을 반드시 내

야 합니다.

공예

이 행동 칸에서는 비용으로 광석 1개를 

낸 다음, 대장장이 집게가 그려져 있고 

무력값이 9 미만인 특별 타일 1개를 받

습니다.

산맥과 교역

이 행동 칸에서는 공급처로부터 서로 다

른 건축 자원 2개를 가져가고, 추가로 

물품 타일 1개를 다음 등급의 물품 타일

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항해

새로운 탐사판의 섬 이름 근처에는 그 탐사판을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배의 

종류와 어떤 행동 칸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행동판의 가축 시장 칸이나 새로 추가된 탐사판

의 특별 상여를 통해 말과 돼지를 얻을 수 있습

니다. 또는, 교역 행동으로 향초를 돼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헛간 돌집 긴집

이 행동 칸에서는 은화 2개와 콩 1개를 비용

으로 내고, 양과 돼지 2마리를 원하는 조합으

로 받습니다. 즉, 양 2마리를 받거나 돼지 2

마리를 받거나 양 1마리, 돼지 1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칸에서는 은화 3개와 곡

물 1개를 비용으로 내고, 아무 가

축이나 2마리를 원하는 조합으로 

받습니다(가축 2마리를 같은 종류

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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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섬의 탐사판을 가져갈 수 있는 행동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섬

스카이 섬

리머릭

셰틀랜드*

페로 제도*

로포텐**

오크니**

아우터헤브리디스

아일레이

웩스퍼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곰 섬*

코크

워터퍼드

배핀 섬*

래브라도*

뉴펀들랜드*

티에라 델 푸에고**

아무 탐사판

아무 배로나  

탐사 가능

노르나  

드라카르가 필요
드라카르가 필요 드라카르가 필요

* 기본판의 탐사판 
** <미니 확장판>의 탐사판

(3명이나 4명이 게임할 때 사용하는) 네 번째 열의 행동 칸에서는 아무 탐

사판 1개를 선택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라카르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은화 2개를 내면, 소규모 이주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이주와 직업 부분을 참고하세요).

‘절도’ 행동 칸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노르

가 있어야 합니다. 약탈처럼 무력값이 ‘전

투 결과’ 이하인 파란색 물품 타일을 선택

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투 결과는 주사

위를 굴려 나온 값에 낸 무기 카드마다 1씩 

더한 값입니다. 약탈과 달리 절도에서는 

전투 결과를 올리기 위해 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도에 실패하면 행동 칸에 표

시된 무기 카드를 1장씩 받습니다.

이 행동 칸에서는 은화 1개와 나무 1개를 

내고 포경선 1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아무 배로나 탐사 가능한 탐사판 

중 1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첫 번째 열

의 항해 행동처럼).

이주와 직업

이 행동 칸에서는 포경선을 이용해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이주’ 타일 1개

를 가져와 연회 탁자에 놓습니다. 그런 다

음 사용한 포경선을 보급판에 돌려 놓습니

다. 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 행동 칸에서는 원하는 탐사판 1개를 가져간(단, 

드라카르가 필요) 다음, 은화 2개를 내고 포경선으

로 ‘소규모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칸에서는 자신의 손에 든 직업 카드 중 

원하는 1장을 버리고 은화 2개를 받거나 새로

운 직업 카드 3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

게 버려진 카드의 능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버려진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 승점을 제공하

지 않습니다.

승점 토큰 받기

직업 카드를 내려놓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서 원하는 승

점 토큰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가지고 있는 승점 토큰

에 표시된만큼 승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카드의 능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버려진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 승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본판의 섬을 대체하는 탐사판을 사용한다면, 

같은 행동 칸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탐사판끼리 

모아 두세요(예를 들어, 셰틀랜드를 맨 섬 아래

에 겹쳐 두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각각

의 탐사판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수행해야 하

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탐사판
본 확장판에 추가된 탐사판에서는 새로운 특별 상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장판 물품을 포함해 아래와 같은 특별 상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주의할 점

리머릭 탐사판의 경우, 수입

을 받으려면 따로 떨어진 왼

쪽 부분도 규칙에 맞게 채워

야 합니다.
포경선 헛간노르 긴집



특수 헛간

본 확장판을 사용하는 경우 달라지는 카드

게임 종료 및 점수 계산

만든 사람들

특수 헛간은 종류에 따라 특정한 물품을 놓는 칸이 있습니다(헛간이나 돌집

을 나무와 돌로 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고에는 광석을 

놓는 칸이 있고 양봉가의 오두막에는 벌꿀 술을 놓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칸에 놓인 물품들은 게임 도중 언제든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만 이곳이 채워졌는지 고려합니다.

특수 헛간 중에는 주요 배치 영역에 정해진 종류의 타일로만 채울 수 있는 

칸이 있기도 합니다: 돼지, 소, 말, 고래고기, 포경선. 이러한 타일을 놓을 

때에도 주요 배치 영역에 타일 놓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칸에 놓인 타일들은 게임이 끝날 때 타일에 표시된 승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양돈장 왼쪽에 콩 타

일 1개가 놓여 있다면 -2점을 받지 않

습니다. 양돈장의 오른쪽 주요 배치에

서 특별 상여와 수입을 얻으려면, 돼지

가 표시된 칸에 반드시 돼지 타일을 놓

아야 합니다.

점수 계산 방법은 기본판과 같습니다. 특수 헛간으로 얻은 점수는 ‘건물’ 점수와 함께 계산합니다. 직업 카드를 버려서 얻은 승점 토큰의 점수도 총점에 

더합니다.

<오딘을 위하여>는 우베 로젠베르크 작가가 만들었습니다.이 확장판의 많은 부분에 게르노트 쾹케(Gernot Köpke)가 기여했습니다. 프랑크 히렌(Frank 

Heeren)이 편집과 출판을 담당했으며, 데니스 로하우젠(Dennis Lohhausen)이 다시 한 번 삽화와 그래픽 작업을 맡아주었습니다.

공간 상 테스트 플레이어들을 전부 언급할 순 없지만 그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다음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Gabi Kunz, Tanja+Torsten 

Techmann, Michael Gnade, Anja Coers, Dirk Schmitz, Witold Kliszczynski, Lisa Hofmann, Markus Habenberger, the Chess Club Gernsheim, Friday get together 

Eberstadt, Thursday get together Darmstadt, game meetings Altleiningen, Homburg, Frühlingsspielerei.de, ‘Langspiel’ B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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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품과 행동 칸의 등장으로 일부 직업 카드의 효과 적용 범위가 넓

어졌습니다. 190장 중 3장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록의 

설명에서 새로운 상품 타일이나 행동 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의 그림과 문구에 맞춰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돼지와 말은 ‘동물성 

물품(빨간색)’이며 ‘가축’입니다. 특수 헛간은 ‘헛

간’으로 취급하지만 ‘집’은 아닙니다. 특수 헛간의 

주요 배치 영역에 놓인 물품 타일이나 배는 직업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습격’이나 ‘약탈’

과 관련된 카드는 ‘절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행동 칸은 확장판에서 아이콘이 바뀌었습니

다(예: 새로운 탐사판을 받는 아이콘). 이런 경우

에도 기본판 아이콘이 그려진 카드의 효과는 여전

히 유효합니다.

오른쪽의 표는 직업 카드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내용 또는 일부 예외 사항

들을 보여줍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은 직업 카드의 효과 중 불확실한 부분

이 있다면 웹사이트(www.divedice.com)에서 확장판 FAQ를 찾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6 C 돼지와 말에도 적용됨.

31 C (양이나 소와 마찬가지로) 돼지나 말에도 적용 안 됨.

35 A 돼지와 말에도 적용됨.

52 A 이 카드를 통해 내려놓는 카드를 버리면서 승점 토큰을 받을 수 있음.

60 C (마지막 행동으로만 선택 가능한) 다섯 번째 열의 행동 칸에는 적용되지 않음.

66 A 확장판 물품 상자에 추가된 새로운 물품에는 적용 안 됨.

88 C 확장판 물품 상자에 추가된 새로운 물품에는 적용 안 됨.

99 A 이 카드를 통해 내려놓는 카드를 버리면서 승점 토큰을 받을 수 있음.

102 B
두 번째 열의 ‘건축 자원 3개 + 무기 카드 2장’ 행동 칸에도 적용됨. 직업 카드 

능력 사용하면 무기 카드 2장을 받을 수 없음.

108 C (마지막 행동으로만 선택 가능한) 다섯 번째 열의 행동 칸에는 적용되지 않음.

109 B 해당하는 행동 칸이 없다면, 이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직업 카드 1장을 뽑음.

110 C 해당하는 행동 칸이 없다면, 이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직업 카드 1장을 뽑음.

117 A 워터퍼드 탐사판의 특별 상여로 받는 ‘노르’에는 적용 안 됨.

123 C 두 번째 열의 ‘건축 자원 3개 + 무기 카드 2장’ 행동 칸에도 적용됨.

125 C 포경선을 사용한 ‘소규모 이주’에는 적용 안 됨

148 A 워터퍼드 탐사판의 특별 상여로 받는 ‘노르’에는 적용 안 됨.

150 C 이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 1장을 뽑음.

157 C 돼지나 말에는 적용 안 됨.

163 A 해당하는 행동 칸이 없다면, 이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직업 카드 1장을 뽑음.

170 A 포경선을 사용한 ‘소규모 이주’에는 적용 안 됨.

176 B 카드를 버리면서 승점 토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됨.

179 B 워터퍼드 탐사판의 특별 상여로 받는 ‘노르’에는 적용 안 됨.

1

착유꾼

축사에 있는  

가축 종류마다

A10

카드 10 A: 

이 카드는 돼지와 말에

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오딘을 위하여>는 Feuerland와의 계약에 따라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한국 내 독점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코리아보드게임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10

전화: 031-965-7455

팩스: 031-965-7466

www.koreaboardgames.com

www.divedice.com

www.akongdak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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