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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카드

10장

플레이어 카드 53장
도시 카드 36장, 전염 카드 5장,  

배급형 이벤트 카드 4장, 보급품 양산 카드 8장

보급품 큐브 36개

레거시 카드

82장

프롤로그 카드 2장

게임판 1개

보관함 8통

감염률 마커 1개 표시용 토큰 3개비상사건 마커 1개

스티커 시트 2장 규칙서

비밀문서 시트 6장안식처 근로자 카드 4장

보급소 9개

감염 카드 27장

캐릭터 말

4개

펜 한 자루를 준비하십시오. 펜은 이 게임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행동 요약 카드

8장

시작 구성물

대역병 큐브 8개

MATT LEACOCK AND ROB DAVI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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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전, 세계는 거의 멸망했다.
갑자기 퍼진 “대역병”은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감염 시 증상은 발열, 기침, 염증, 그리고 사망이

다. 감염된 사람은 대부분 일주일 내에 사망한다. 대처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계는 최선을 다했으

나 역부족이었다

우리 처지의 사람들 중 마지막 남은 무리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세계를 지탱해 왔

다. 우리는 3세대에 걸쳐 “안식처”라고 부르는 바다 위 시설 여러 군데에 나뉘어 살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육지를 뒤덮은 대역병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본토 도시에 항생제ㆍ음식ㆍ약ㆍ도구 등을 공급할 수 있었

다. 우리는 알려진 세계 각지의 큰 도시들을 묶은 거대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

안은 상황이 정말 처참했다. 안식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이 우리 공급망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다. 거기까지 우리 보급이 닿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우

리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노력은 실패하는 것만 같다.

우리 보급이 예전만큼 대역병을 막지 못하는 모양인데다, 남은 보급품은 벌써 바닥이 보인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이제 와서 그걸 누가 모를까.

지난 주, 매년 열리는 안식처 지도자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안식처의 주요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더 나쁜 소식은 우리 정규 보안부대도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이다. 정규군 없이는 

“할로우맨”이라 부르는 잔인한 방랑집단을 막아내지 못한다. 놈들은 습격 범위를 확장할 것이고, 우리가 

지은 보급소를 파괴할 것이며, 우리가 피땀 흘려 공급하는 물자를 약탈할 것이다.

아직 남은 우리들은 이곳 안식처에서 만나 다음 할 일을 논의했다. 몇 시간의 토론 끝에, 우리 모두는 총대 

메고 앞장설 이들에게 이목이 쏠렸다. 날 포함한 몇 명에게.

우리에게 그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날 포함한 우리 몇몇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

었다.

우리는 세계의 종말을 막으려는 우리 노력을 기록할 목적으로 이 일지를 작성했다.

세계 모든 도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대부분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제발 바라건대, 누구든 어디에서든, 이 노트를 찾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알아주길 

바란다. 성공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포기하진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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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게임이란?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드게임과 달리, <팬데믹 레거 

시> 시리즈는 게임 내 일부 요소를 다음 번 게임에 그대로 이어갑니다. 첫 게

임에서 여러분이 만든 흔적 일부는 그 패키지로 플레이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서로 다른 패키지로 플레이하는 각 플레이어 그룹

마다 독자적인 드라마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임 구성물에 글씨를 쓰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심지어 어떤 카드

를 찢어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게임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게임 내에 준비돼 있습니다.

일부 게임 요소는 첫 번째 게임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보관

함과 비밀문서에는 숨겨진 정보가 가득합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절대 보

관함이나 비밀문서를 열지 마십시오.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공개됩니다.

규칙서에는 일부 규칙이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규칙들이 하

나둘씩 규칙서에 추가될 것입니다. 일단 바뀐 규칙은 이후 게임에도 계속 적

용됩니다.

레거시 카드
레거시 카드에는 게임 내 시간으로 열두 달에 걸쳐 

벌어질 장대한 서사시가 담겨 있습니다. 정해진 순

서대로 카드가 배열되었으므로, 절대로 레거시 카드

를 섞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한 게임을 준비할 때, 레거시 카드를 차례차례 꺼내 

읽습니다. “정지” 또는 “잠시 멈춤”이라는 글씨가 적

힌 카드가 보일 때까지 카드를 꺼냅니다. “정지” 및  

“잠시 멈춤” 카드는 다음 레거시 카드를 꺼낼 시점

을 알려줍니다. 게임이 종료될 시점일 수도 있고 다음 게임을 준비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카드 더미는 일종의 “편도 여행”입니다. 같은 달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

더라도 일단 공개된 레거시 카드는 카드 더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실

수로 레거시 카드 더미를 흩트렸다면 이 게임을 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레

거시 카드를 정렬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카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적힌 번

호를 따라 정렬하면 됩니다.

시즌 1을 해 보셨나요?
이미 <팬데믹 레거시 시즌 1>을 해 보신 분들은 레거시 카드, 배급(시즌 1의 

“자금 지원”), 게임 종료 업그레이드, 비밀문서, 보관함 같은 시스템에 익숙하

실 것입니다. 이번 시즌 2에는 그 외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추가되었습니

다. 시즌 1과 시즌 2는 독립된 게임이므로, 시즌 1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없

이 시즌 2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1을 해 보셨다면 게임 스토리

를 훨씬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게임 구성물에 글씨를 쓰거나, 게임판이나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새로운 

구성물을 게임에 추가하거나, 스크래치 박스를 긁거나, 카드 등을 찢어 파괴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변화입니다.

어떤 구성물을 파괴하라는 것은 ‘그 구성물은 더 이상 <팬데믹 레거시 시즌 

2>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괴할 때는 찢어도 되고 다른 원하는 방

법을 써도 됩니다.

그 외 다른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게임판 위에 놓은 큐브와 마커, 손에 든 카드, 

비상사건 발생 횟수 등은 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모두 초기화됩니다.

한 달 단위 게임
<팬데믹 레거시>는 총 12개월로 구성되며, 세계 멸망 후 71년째 해의 첫 달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달 게임에서 승리(목표 달성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달 게임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패배(목표 달성 실패)했다면 그 달 게임에 재시도합니다. 재시

도에서 그 달의 목표와 초기 배치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재시도에서도 패배했다면, 

패배한 채 다음 달로 강제로 넘어갑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캠페인 종료
어떤 달을 한 번 플레이하는 것을 한 번의 “게임”이라 부르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르는 전체 이야기는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의 게임이 모여서 하나의 

캠페인을 구성합니다.) 12월 게임을 완전히 마치면 전체 캠페인이 완료되며, 그 시

점에서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게임 승리 횟수가 점수를 크게 좌지우지합니다(첫 

시도에서 승리하면 점수가 더 큽니다). 공급망 인구는 그보다는 비중이 낮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소가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팬데믹 레거시 시즌 2>는 기존 <팬데믹>(그리고 <팬데믹 레거시 시즌 

1>)과 많이 다르므로, 여러분이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롤로그를 준

비했습니다. 프롤로그 게임에는 레거시 효과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떤 흔적

도 게임에 남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

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프롤로그 게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 규칙
프롤로그 게임에서 달성할 목표 및 관련사항은 

프롤로그 카드 2장에 적혀 있습니다. (플레이

어 카드 더미 및 감염 카드 더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지 기록/프롤로그” 카드의 앞뒤를 읽고 배경지식과 프롤로그 전용 규

칙을 숙지하십시오.

프롤로그 게임에는 프롤로그 목표 카드를 사용합니다.

팬데믹 레거시 시즌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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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각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목표를 정해진 수만큼 달성

해야 합니다. 각 달에 달성해야 할 목표 수는 게임판 

왼쪽 위 달력에 별 개수로 표시했습니다.

달마다 필수 목표가 최소 하나씩은 있습니다. 필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나머지 목표는 게임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달성할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어떤 일반 목표를 달성할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괴하라는 지시가 없다면 각 목표 카드는 한 게임이 끝나도 이후 게임에 계속 사

용합니다. (심지어 재시도 게임에는 그 달 첫 시도에 달성한 목표까지도 다시 사용

됩니다.)

비밀문서
빨간색 알파벳/숫자가 적힌 동글동글 정사각형이 

게임 중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 비밀문

서 시트에서 그 알파벳/숫자에 해당하는 조각을 한 

번에 하나씩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관함
보관함을 여는 시점은 게임 중에 공개됩니다.

창고
게임에서 “창고”라는 표현은 “현재 게임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큐브 같은 구성물

을 보관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즉, 창고는 게임 외적 공간입니다. 게임 상자를 창

고로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급형 이벤트와 독립형 이벤트 카드
특별한 효과를 내는 이벤트 카드가 있으며, 크게 두 종류입

니다. 하나는 “배급 단계”에 영향 받는 배급형 이벤트 카드

입니다. 각 게임을 준비할 때, 현재 배급 단계와 같은 수만

큼 배급형 이벤트 카드를 선택해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추

가합니다. 프롤로그 및 1월 첫 게임의 배급 단계는 4입니

다. 배급 단계는 게임 결과에 따라 오르거나 내립니다. 최솟

값은 0이고 최댓값은 10입니다.

표시용 토큰
목표 달성 현황을 표시할 때 씁니다. 목표 카드의 트랙에 놓고 쓰

십시오.

개량능력
플레이어 카드 또는 감염 카드에 붙이는 

스티커는 “개량능력” 스티커라고 부릅니

다. 개량능력은 게임 종료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스티커를 붙일 희미한 네모 

빈칸이 있는 카드에만 개량능력을 붙일 

수 있으며, 카드 한 장에는 개량능력을 

하나만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 

카드에 붙일 개량능력과 감염 카드에 붙

일 개량능력은 모양이 다릅니다(감염 카드 쪽이 좌우로 더 깁니다).

전환점 카드
매번 게임 준비 과정에서 게임판 위쪽 ‘게임 종료’ 구획에 

전환점 카드를 놓습니다.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각 전환점 카드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충족했다

면 지시에 따르고, 충족하지 않았다면 다음 게임에 다시 ‘게

임 종료’ 구획에 놓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전환점 카드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전환점 카드가 하나둘씩 등장합니다.

보급품 큐브
회색 큐브는 보급품을 뜻합니다. 보급품은 세계를 파멸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생명줄입니다. 감염 카드를 공개할 때마다 그 감

염 카드에 표시된 도시에서 보급품 큐브가 1개씩 제거됩니다. 만

약 보급품이 없는 도시의 감염 카드가 공개됐다면 그 도시에는 대

역병이 생깁니다.

대역병 큐브
초록색 큐브는 대역병을 뜻합니다. 대역병은 세계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존재입니다. 대역병 치료법과 치료제는 알려지지 않았습

니다.

보급소
보급소는 여러분이 건설할 수 있는 한시적 건축물로서, 이동식 병

원ㆍ보급창ㆍ지휘본부 등을 합친 건물입니다. 건설된 보급소는 게임

이 끝나면 게임판에서 사라집니다. 할로우맨이 눈 깜빡할 사이에 모두 

때려부수기 때문입니다.

보급소에서는 보급품 양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이 끝날 때마다 보급소가 

있는 도시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보급품 양산 카드
보급품 양산 카드는 게임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넣어 사용합니다. 한번에 보급품을 대량생산

하는 카드이며, 안식처 또는 보급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0쪽 “그 외 행동”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보급품 양산 카드, 도시 카드, 이벤트 카드, 전염 카드는 모

두 “플레이어 카드”에 속합니다.)

구성물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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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장소는 “도시”와 “안식처”로 나뉩니다. 도시에 적용하는 효과는 안식처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근처에 자리잡은 장소에는 닻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추가로 “항

구” 속성이 붙습니다.

안식처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흰색 장소는 “안식처”라

고 부릅니다. 모든 안식처는 항구입니다. 캠페인

을 처음 시작할 때 게임판에 있는 안식처 세 곳에 

멋진 이름을 하나씩 지어 주십시오(게임판에 펜

으로 적으십시오).

인구
각 장소마다 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보급품 양산 카

드를 사용했을 때 얻는 보급품 큐브의 수는 해당 장

소의 인구 수와 같습니다. 한 장소의 인구는 최소  

0에서 최대 8까지입니다.

규칙 스티커 A가
추후 여기에 붙습니다.

보급도로
육지를 가로질러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보급도로”라고 부릅니다. 보급도로 

하나로 직접 연결된 도시는 서로 인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할 시점

에는 쓸 수 있는 보급도로가 게임판에 없습니다.

해로와 뱃길
바다를 가로질러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길을 “해로”라고 부릅니다. 해로 하나로 

직접 연결된 장소는 서로 인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로 여럿을 이어서 “뱃길”이

라고 부릅니다.

공급망
게임판은 일부분을 제외하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공급망”은 시작 안식처 

세 군데를 중심으로, 이곳과 보급도로/해로를 통해 이어진 다른 장소까지 모두 총칭

하는 말입니다. (즉, 시작 안식처에서 보급도로/해로를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공급망에 연결된 장소입니다.)

공급망 확장
세계를 탐험하면 공급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 스티커가 등장하면 지도

에 그려진 위도선과 경도선(흰색 선)에 맞게 게임판에 붙입니다. (숫자 뒤쪽 N과S, 

W와 E가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목표’ 구획
게임판 왼쪽 윗부분은 목표 카드를 펼쳐두는 곳입니다. 

1월에는 목표를 2가지 이상 달성해야 승리합니다(아래

쪽 달력에 별 2개로 표현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

면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기도 하고 기존 목표가 파괴되

기도 합니다. 만약 목표 카드가 너무 많아져 이 ‘목표’ 

구획에 다 놓을 수 없다면 몇몇 목표 카드는 게임판 옆

에 두십시오.

‘게임 종료’ 구획
게임 중에 어떤 카드를 ‘게임 종료’ 구획에 놓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이 구역에 있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모두 치웁니다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카드는 해당 지시사항대로 처리하십시오.

비상사건 트랙
대역병 큐브가 도시/안식처에 몇 번 등장했는지 나타내는 트

랙입니다. 카드 또는 특수능력으로 대역병 큐브를 도시/안식

처에서 제거했더라도, 한번 전진한 비상사건 마커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비상사건 마커가 트랙 끝까지 전진했다면 여러분은 

패배하고 그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비축물품’ 구획
게임에 쓸 수 있는 보급품이 몇 개나 남았나 보여주는 곳입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게임 중에 사용하는 보급품 큐브는 모두 이곳에서 가져오고 

이곳으로 돌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급품 큐브를 1개 이상 소비”하라는 지시는  

“자신의 캐릭터 카드에 놓인 보급품 큐브를 1개 이상 집어서 ‘비축물품’ 구획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비축물품’ 구획의 모든 보급품 큐브를 창고에 넣으십시오. (‘비축

물품’ 구획의 보급품 큐브는 다음 게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게임판

회복

생존

분투

몰락

버려짐

규칙 스티커 A가
추후 여기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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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의 캐릭터들은 안식처 바깥으로 나가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본

토’라고 부르는 육지 지역을 전혀 못 봤을 테죠. 그래도 이들은 그 이상으로 성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게임마다 동일한 캐릭터를 플레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마다 캐릭

터를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프롤로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캐릭터 다섯을 생성하십시오.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캐릭터 다섯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빈 캐릭터 카드를 하나 준비합니다.

2.  직업을 하나 선택하여 캐릭터 카드 오른쪽 “직업” 칸에 붙입니다.

3.  사진을 하나 선택하여 캐릭터 카드 왼쪽 “사진” 칸에 붙입니다.

4.  캐릭터의 이름와 나이를 설정합니다. (이름과 나이를 캐릭터 카드

에 펜으로 적습니다.)

5.  이름이 있는 안식처 중 한 곳을 고향으로 선택합니다. (고향을 캐릭

터 카드에 펜으로 적습니다.)

“사망 장소” 칸에는 아무것도 적지 마십시오. 캐릭터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이 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십시오.

캐릭터

1/2

아스가르드 36

토르

아스가르드

우린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냐.

이 책임을 떠안고 싶지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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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IS

6 플레이어 카드 준비
 

6a. 배급형 이벤트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상의하여 결정

합니다. 현재 배급 단계와 같은 수만큼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넣을 수 있습니다. (1월 게임과 프롤로그 게임에는 배급 단계

가 4이므로 배급형 이벤트 카드를 4장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

지 배급형 이벤트 카드는 해당 게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배급형/독립형 이벤트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이벤트 카드는 항상 카드 더미에 

넣어 사용하며, 배급 단계에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1 게임판 준비
 

이번 달에 사용할 수량만큼의 보급품 큐브(게임판 왼쪽 위 보급품 달력 

참고)를 창고에서 꺼내 ‘비축물품’ 구획에 놓습니다. 나머지 보급품 큐

브는 게임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전 게임에서 넘어온, 게임판에 놓아야 할 모든 카드를 창고에서 꺼내 

알맞은 자리에 놓습니다(전환점 카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환점 카

드는 ‘게임 종료’ 구획에 놓고 목표 카드는 ‘목표’ 구획에 놓습니다. (프

롤로그 게임과 1월 게임에는 전환점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대역병 큐브를 ‘대역병 큐브’ 구획에 놓습니다. 비상

사건 트랙의 “0”칸에 비상사건 마커를 놓습니다. 감염

률 트랙의 가장 왼쪽 “2”칸에 감염률 마커를 놓습니다. 

표시용 토큰 하나를 목표 카드의 “0” 칸에 놓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게임판에 배치할 다른 구성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보급소는 게임판 근처에 모아두십시오.

3 공급망에 보급품 배치

’비축물품’ 구획에 있는 모든 보급품 큐브를 분배합니다. 공급망

에 연결된 각 장소에 원하는 대로 배치하십시오. 어떤 장소에는 

아예 안 놓아도 되고, 한 장소에 모두 놓아도 됩니다.

공급망이 확장될수록 준비 과정에 분배할 보급품의 양이 모자

랄 것입니다. 부족한 보급품을 어떻게 나눌지는 여러분의 선택

에 달렸습니다.

  

비상사건

마커

보급품

달력

표시용

토큰

비상사건

트랙

‘비축물품’ 구획
대역병 큐브

2 레거시 카드 확인

”정지” 또는 “잠시 멈춤”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까지, 레거

시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꺼내서 읽습니다. 레거시 카드

에는 이번 달에 적용될 핵심사항, 새로운 규칙, 새로운 구

성물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잠시 멈춤”은 이번 달 게임을 

종료할 때 카드를 꺼내라는 표시이고, “정지”는 다음 게임

을 준비할 때 카드를 꺼내라는 표시입니다.

4 공급망 감염

감염 카드를 섞고 9장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해당 도시마다 보급품 

큐브 1개씩 빼내 ‘비축물품’ 구획으로 옮깁니다. 만약 빼낼 보급품이 

없는 도시가 공개된다면, 그 도시에 대역병 큐브를 1개 놓은 뒤 비상

사건 마커를 1칸 전진시킵니다.

공개한 감염 카드 9장을 ‘버린 감염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감염 

카드 더미’는 뒷면이 보이게 쌓고, ‘버린 감염 카드 더미’는 앞면이 

보이게 쌓습니다.)

아틀란티스

아발론

아스가르드

게임판 준비

규칙 스티커 D  

추후 이 규칙이 바뀔 것입니다.

규칙 스티커 C

규칙 스티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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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염 카드 추가

나눠주고 남은 플레이어 카드를 비슷한 크기의 더미 5개로 나눕니다. 각 더미마
다 전염 카드를 1장씩 넣어 섞습니다. 가장 작은 더미가 맨 아래에 오도록 모든 
더미를 쌓아서 ‘플레이어 카드 더미’를 완성합니다(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완
성한 뒤 다시 섞지 않습니다.

6b. 선택한 이벤트 카드ㆍ모든 보급품 양산 카드ㆍ도시 카드를 섞고, 플레이

어 수에 따라 각자에게 시작 카드로서 나눠줍니다.

 

 

 

 

손에 든 카드를 공개한 채 게임을 진행하십시오. 굳이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8 캐릭터 선택

각자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원하는 색깔을 하나 골라서 그에 맞
는 캐릭터 말과 행동 요약 카드도 가져갑니다. 각 캐릭터 말을 각자의 고향에 
놓습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모자라면 “안식처 근로자” 카드를 사
용하십시오.

9 게임 시작

캐릭터 말을 섞어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차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차례에 하는 행동  
한 플레이어의 차례는 다음 4단계로 나뉩니다.

1. 위험 노출 확인 단계 
2. 행동 단계 
3. 카드 획득 단계 
4. 도시 감염 단계 
 
“도시 감염 단계”가 끝나면 그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난 것입니다. 곧바로 그 

왼쪽 플레이어 차례가 시작됩니다.

게임 중에는 서로 자유롭게 의견과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활

발하게 토의하십시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건 현재 차례 플레이어입니다.

도시 카드, 이벤트 카드, 보급품 양산 카드는 모두 “플레이어 카드”로서 손에 

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도시 카드는 몇몇 행동에, 보급품 양산 카드는 보급소

나 안식처에 보급품을 대량생산하는 데, 이벤트 카드는 아무 때나 특별한 효

과를 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감염

카드 더미’

‘버린 감염

카드 더미’

감염률

트랙

감염률

마커

‘게임 종료’

구획

‘플레이어

카드 더미’

‘버린 플레이어 

카드 더미’

5

플레이어 수 시작 카드

2명 4장

3명 3장

4명 2장

규칙 스티커 E
나중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5번 과정을 건너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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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노출 확인 단계
대역병 큐브가 하나라도 있는 장소에서 자기 차례를 시작하는 캐릭터는 위험에 노출됩

니다. (대역병 큐브가 여러 개 있더라도 위험 노출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16쪽 참고.)

       

 

2. 행동 단계
위험 노출 확인 단계가 끝나면 “행동 단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행동은 최대 4

회까지, 공짜 행동은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중 원하는 행동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해도 됩니다.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행동 기회를 한 번 사용한 것입니다(공짜 행

동은 예외입니다). 캐릭터 특수능력으로 몇몇 행동을 약간 다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어떤 행동은 카드를 버려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버린 카드는 ‘버린 플레이

어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버린 플레이어 카드 더미’는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공짜 행동은 차례당 행동 4회 제한에 무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기 차례의 “행동 단계”에서만 수행해야 하며, 일반적인 행동과 순서를 섞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행동이 끝나기 전에 다른 행동을 중간에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이동 행동

자동차/배
선으로 연결된 인접 장소로 1칸 이동합니다.

직항선 
도시 카드 1장을 버리고, 카드에 표시된 도시로 이동합니다. 뱃길을 따

라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장소 모두 항구여야 합니다.)

 

전세선 
현재 위치한 도시 카드를 버리고, 아무 장소로 이동합니다. 뱃길을 따

라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장소 모두 항구여야 합니다.)

직항선/전세선 이동으로는 땅 위(보급도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외 행동
보급품 제작
‘비축물품’ 구역에서 보급품 큐브를 1개 가져와 자신의 캐릭터 카드

에 놓습니다. 한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보급품 큐브 개수는 무제한

입니다.

보급품 양산
보급소나 안식처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급품 양산 

카드를 1장 버리고, “국지 생산”과 “광역 생산” 중 하나

를 선택해서 수행합니다.

“국지 생산”을 선택했다면, 현재 위치한 장소의 보급품 

큐브를 그 장소의 인구와 같아지도록 보충합니다. (즉, 

그곳의 보급품 큐브가 이미 그곳의 인구만큼 있다면 더 

놓지 않습니다.)

“광역 생산”을 선택했다면,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안식

처/보급소 도시의 보급품 큐브를 각각 해당 장소의 인구

와 같아지도록 보충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 아래쪽 빈칸 중 한 곳에 체크합니다. 

만약 카드 하단 빈칸을 모두 체크했다면 해당 카드를 파괴합니다.

만약 ‘비축물자’ 큐브에 보급품 큐브가 충분치 않다면, 어떤 장소에 보급품을 덜 놓

을지를 슬기롭게 결정하십시오.

보급품 배달
 자신의 캐릭터 카드에 있는 보급품 큐브를 원하는 수만큼 현재 위치한 

장소에 옮겨놓습니다.

정보 공유
 현재 위치한 도시에 해당하는 카드를, 자신과 같은 장소에 있는…
 ● 다른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또는 
●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받습니다.

이 행동을 수행하려면 두 명 다 이 행동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행동으로 한 플레이어의 손에 든 카드가 7장을 넘게 되면, 그 플레이어는 즉시  

(카드를 버리거나 이벤트 카드를 사용해서) 손에 든 카드 수를 7장으로 줄여야 합

니다.

보급소 건설
현재 위치한 도시와 색깔이 같은 도시 카드 5장을 버려서 현재 위치한 

도시에 보급소 1개를 놓습니다. 건설한 보급소는 그 게임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남은 보급소가 없다면 게임판에 이미 건설한 다

른 보급소를 가져와서 놓습니다. 도시 한 곳에는 보급소가 하나만 존

재할 수 있습니다.

내 차례에 하는 일

규칙 스티커 H

규칙 스티커 F

규칙 스티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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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1/2

아틀란티스 28

아델

1/2

아스가르드 32

안나

1/2

안나

1/2

아틀란티스

아스가르드

아발론

공짜 행동
공짜 행동은 “행동 단계”에 수행해야 하지만 차례당 행동 4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짜 행동을 다른 행동 중간에 끼워넣으면 안 됩니

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카이로로 직항선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도

중에 지중해 안식처의 보급품을 보급품 줍기 공짜 행동으로 집어가면 

안 됩니다.)

보급품 줍기
현재 위치한 장소에 있는 보급품 큐브를 원하는 수만큼 자신의 캐

릭터 카드에 옮겨놓습니다.

보급품 넘기기
 각자 캐릭터 카드에 있는 보급품 큐브를 같은 장소의 다른 플

레이어에게 원하는 수만큼 주거나, 같은 장소의 다른 플레이어

에게 원하는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 서로 동의해

야 합니다.)

정찰 (프롤로그에는 사용 안 함)
아직 여러분이 가지 못한 세계의 다른 부분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특정 

영역을 정찰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찰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또는 안식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찰 행동

에는 지정된 종류의 카드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곳에 보급소가 있어야 합니다. 

각 정찰 조건을 잘 읽으십시오.

● 다른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장소에는 보급소(   )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도시/안식처의 정찰 조건이 요구하는 도시 카드들을 자신의 손에서 버려

야 합니다.

●  정찰 조건이 요구하는 카드에 별표( * ) 가 있다면, 색깔이 맞는 아무 도시 카드나 

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  정찰 조건이 요구하는 카드에 알파벳( A  )이 있다면, 색깔이 맞는 서로 다른 도시 

카드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정찰 행동을 수행했으면 해당 장소에 언급된 보관함을 여십시오.

예) 안나의 차례입니다. 안나는 보급품 양산 카드를 사용한 다음 보급품 배달을 할 생각입니다. 마침 안나는 

안식처에 있으니 곧바로 자기 생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직항선 이동 행동으로, 런던 카드를 1장 버리고 뱃길을 따라 라고스에서 

런던으로 이동합니다.

3.  보급품 배달 행동으로, 자기 캐릭터의 보급품 큐브 2개를 라

고스로 옮깁니다(원하는 개수만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배 이동으로 인접한 장소인 라고스에 갑니다.

공짜.  보급품 줍기 행동으로, 안식처의 보급품 큐브 3개를 모두 집어서 

(덜 집어도 됩니다) 자기 캐릭터 카드로 옮깁니다.

1.  보급품 양산 카드를 “국지 생산”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안나가 위치한 안식

처는 인구가 3이고 보급품 큐브가 없으므로, 안나는 현재 안식처에 보급품 

큐브가 3개가 되도록 ‘비축물품’ 구획에서 보급품 큐브를 3개 가져와 놓습

니다. (국지 생산을 선택했으므로 카드 아래쪽 빈칸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공짜.  보급품 넘기기 공짜 행동을 수행하여 런던에 함께 있는 아델에게 

보급품 큐브를 넘겨줍니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28

예)  워싱턴에서 

정찰 시:

예)  카이로에서 

정찰 시:

규칙 스티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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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동

규칙 스티커 J

규칙 스티커 K

규칙 스티커 L

규칙 스티커 M     

규칙 스티커 N

규칙 스티커 O

규칙 스티커 P

규칙 스티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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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스티커 R 
추후 이 규칙이 바뀔 것입니다.

3. 카드 획득 단계
행동 단계를 마친 뒤에는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서 카드 2장을 가져갑니다.

 만약 카드를 가져가야 하는데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남은 카드가  

2장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패배하고 그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버

린 카드를 섞어 새롭게 ‘플레이어 카드 더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

다.)

전염 카드
가져간 카드 중에 전염 카드가 있다면, 그 전

염 카드는 손에 들지 않고(그걸 대체할 다른 

카드를 다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아

래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감염률 증가: 감염률 트랙에서 감염률 마커

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깁니다.

 
 
 
 
 

2. 질병 감염: ‘감염 카드 더미’ 맨 아래 카드 1장을 뽑아서 공개합

니다. 해당 도시의 모든 보급품 큐브를 ‘비축물품’ 구획으로 옮깁니

다. (이때 그 도시에 보급품 큐브가 전혀 없더라도 대역병 큐브를 추

가하지는 않습니다.)

3. 감염 심화: ‘버린 감염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모두 섞어서 ‘감염 카드 더미’ 

맨 위에 얹습니다.

전염 카드를 처리할 때는 다음 두 부분에 주의하십시오. 첫째는 ‘감염 카드 더미’에

서 공개하는 카드는 더미 맨 아래 카드라는 것이고, 둘째는 ‘버린 감염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섞어 ‘감염 카드 더미’ 맨 위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가져간 카드 2장이 모두 전염 카드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에는 전염 1~3 과정을 한 번 진행한 후, 한 번 더 전염 1~3 과정을 진행합니다.

처리한 전염 카드는 ‘버린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이벤트 카드
이벤트 카드를 사용하는 건 행동이 아닙니다. 이벤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카드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벤트 카드는 언제든 쓸 수 있습니

다만, 어떤 카드를 공개해서 처리하는 도중에는 이벤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예

를 들어 “도시 감염 단계”에 감염 카드를 1장 본 뒤에 맘에 안 든답시고 냅다 “평온

한 하룻밤” 이벤트 카드를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배급형 이벤트 카드는 한 번 사용한 후 ‘버린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독립

형 이벤트 카드는 한 번 사용한 후 파괴합니다.

손에 든 카드 수 제한
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수는 기본적으로 최대 7장입니다. 언제든 손에 든 카드 수 제

한을 넘기면 카드를 버리거나 이벤트 카드를 사용해서 제한선까지 카드 수를 줄여

야 합니다. (단, “카드 획득 단계”에 전염 카드를 가져왔다면, 먼저 전염 카드 처리

를 다 끝낸 후 카드 수 제한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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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대역병 확산이 발생하면, 해당 장소에 인접한 장소(보급도로 또는 해로 하나로 곧장 

연결된 장소)마다 보급품 큐브를 1개씩 제거해 ‘비축물품’ 구획으로 옮깁니다. 만약 

그중 보급품 큐브가 전혀 없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는 대역병 큐브를 1개 놓습

니다(즉, 대역병 큐브가 이미 있는 장소로 확산이 퍼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역병 큐

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때 새롭게 놓인 대역병 큐브 1개마다 비상사건 마커

를 1칸씩 전진시킵니다.

만약 새롭게 대역병 큐브를 놓을 장소에 이미 대역병 큐브 3개가 모여있다면, (4번

째 대역병 큐브를 놓지 않고 그 대신) 그 장소에서 새로운 확산이 발생합니다. 이

를 “연쇄 확산”이라 부릅니다. 현재 처리 중인 확산을 마무리한 뒤 연쇄 확산을 처

리합니다.

연쇄 확산도 일반적인 확산처럼 처리되지만, 이번 감염 카드에 이미 영향 받은 장소

에는 다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장소에서 확산이 발생해 B 장소로 

대역병이 퍼졌는데 B 장소에서 연쇄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에는 이미 이

번 감염 카드로 대역병 큐브를 놓았기 때문에, B에서 A로 대역병이 되돌아 퍼지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A에서 B와 C로 각각 확산되었고 B와 C에서 각각 연쇄 확

산이 발생한 경우, B의 연쇄 확산은 A와 C로 퍼지지 않고 C의 연쇄 확산은 A와 B

로 퍼지지 않습니다.

안식처도 ‘장소’에 속하므로, 안식처로도 대역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차례 종료
“도시 감염 단계”가 끝나면 자기 차례가 끝납니다. 왼쪽 플레이어에게 차례가 넘

어갑니다.

4. 도시 감염 단계
‘감염 카드 더미’ 맨 위에서부터, 현재 감염률과 같은 수만큼 감염 카드를 공개합니

다. (현재 감염률은 감염률 마커가 놓인 칸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한 장씩 공개하

여 처리합니다.

공개된 도시마다 보급품 큐브를 1개씩 빼내 제거합니다. 제거한 보급품 큐브는 ‘비

축물품’ 구획에 놓습니다. 만약 공개된 도시에 보급품이 전혀 없다면, 그 도시에는 

(제거할 보급품이 없으므로 그 대신) 대역병 큐브를 1개 놓습니다. 대역병 큐브 1

개가 놓일 때마다 비상사건 마커를 1칸 전진시킵니다. 아래 “비상사건” 문단을 참

고하십시오.

만약 해당 도시에 이미 대역병 큐브 3개가 모인 상태라면, (4번째 대역병 큐브를 

놓지 않고 그 대신) 그 도시에서 확산이 발생합니다. 아래 “확산” 문단을 참고하십

시오.

처리한 감염 카드는 ‘버린 감염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매우 드물지만 ‘감염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감염 카드를 섞어 새 ‘감염 카드 더미’를 만들고 감염률 마커를 오른쪽으로 1칸 전

진시킵니다. 만약 “도시 감염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실제 감염률 숫자가 변했

다면, 이번 차례까지는 바뀌기 전 감염률을 적용합니다.

비상사건
언제든 어떤 장소에든 대역병 큐브가 1개 놓이면 비상사건

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상사건 트랙에서 비상사

건 마커를 아래로 1칸 전진시킵니다.

비상사건 마커가 마지막 칸(해골 그림)에 도달하

면 여러분은 패배하고 그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대역병 큐브가 있는 장소에서 자기 차례를 시작하는 캐릭

터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7쪽 참고)

안나는 “카드 획득 단계”를 방금 마쳤습니다. 이제 도시 감염 

단계”를 진행합니다.

현재 감염률은 3이므로, 안나는 감염 카드 3장을 공개했습니다. 

라고스, 라고스, 런던이 나왔습니다.

안나는 먼저 라고스에서 보급품 큐브 2개를 제거해 ‘비축물품’ 

구획으로 옮깁니다.

런던에는 보급품 큐브가 없습니다. 따라서 런던에 대역병 큐브를 

1개 놓습니다. 비상사건 마커가 1칸 전진합니다. 안나는 공개한 

감염 카드 3장을 ‘버린 감염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차례가 한 바퀴 돌아서 안나의 다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나의 

캐릭터 말은 런던에 있고, 거기엔 대역병 큐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규칙 스티커 S

규칙 스티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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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빈이와 친구들이 프롤로그 게임을 마쳤습니다. 프롤로그 게임의 결과

를 게임 기록 달력에 적었습니다.

프롤로그 4 9/18 승 9용빈(안나), 태연(아델), 지용(토르)

월 배급 단계 플레이 날짜 승패 여부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 수플레이어(캐릭터)

게임 종료 조건
여러분이 필요한 수만큼 목표를 달성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즉시 그 게임이 종료

되지만(필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패배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여러분은 

패배하고 그 게임이 즉시 종료됩니다. 누군가의 차례 또는 확산 등을 진행하던 중이

더라도 말입니다. 차례 진행 중에 게임이 끝나면 그 차례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 조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  비상사건 마커가 마지막 칸에 도달한 경우.

●  카드 획득 단계에, ‘플레이어 카드 더미’에서 카드 2장을 가져갈 수 없을 경우.

승리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한 게임이 끝나면 모든 도시 카드와 감염 카드를 각 

더미로 모읍니다. 그 뒤 “게임 종료 과정”을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 과정은 한 게임

이 끝날 때마다 세계/캐릭터/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게임 종료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규칙서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프롤

로그 게임을 끝낸 뒤 게임 종료 과정을 훑어보며 캠페인에서 각 게임이 어떻게 흘러

갈지 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 종료
캠페인 진행 상황 기록
18쪽에 있는 게임 기록 달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캠페인 진행 상황을 기록하십시

오.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플레이어로 참여했는지, 현재 배급 단계는 얼마인지, 공

급망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현재 몇 월까지 진행했는지 등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19쪽에 나온 표를 사용하시면 현재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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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스가르드

토르

36

1/2

아틀란티스

1/2

아스가르드

토르

36

1/2

위험 노출
안식처 밖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대역병 큐브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 차례를 시작하는 것이 있습

니다. 10쪽 참고.)

캐릭터가 위험에 노출된다면, 캐릭터 카드 아래쪽의 “위험 노출 결과” 스크래치 박

스 중 남아있는 가장 왼쪽 것을 긁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별 탈 없습니다.

상처
위험 노출 결과 스크래치 박스를 긁어  표지가 나왔다면 해당 캐릭터는 상처를 

하나 받습니다. 사용 가능한 상처 스티커 중 하나를 골라서 캐릭터 카드 오른쪽 빈칸

에 붙입니다. 상처 스티커는 빈칸 또는 직업/특수능력 위에 덧붙일 수 있지만 다른 

상처 위에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사망
위험 노출 결과 스크래치 박스를 긁어  표지가 나왔다면 해당 캐릭터는 대역병이 

옮아 사망합니다. 캐릭터 카드 아래쪽 “사망 장소” 칸에 현재 장소 이름을 적으십시

오. 그 캐릭터는 이번 게임을 포함해 앞으로의 게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사망하면 그 캐릭터 카드에 있는 보급품 큐브를 ‘비축물품’ 구획으

로 옮기고 자기 손에 든 카드도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의 행동 기회를 모

두 잃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단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즉, “카드 획득 단

계”와 “도시 감염 단계”는 정상 진행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캐릭터 카드를 1장 고른 뒤 해당 캐릭터의 고향에 자기 캐

릭터 말을 놓습니다. 만약 남은 캐릭터가 없다면 “안식처 근로자”를 사용하고 캐릭

터 말을 공급망에 연결된 아무 안식처에 놓습니다.

안식처 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카드를 참고하십시오.

위험 노출, 상처, 사망

토르가 자기 차례를 시작합니다. 토르가 있는 곳에는 대역

병 큐브 2개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토르는 위험에 노출

됩니다. (함께 있는 대역병 큐브 수에 상관없이, 위험 노

출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토르는 위험 노출 결과 스크래치 박스 중 남아있는 가장 왼

쪽 것을 긁습니다. 상처가 나왔습니다.

토르는 사용할 수 있는 상처 중 하나를 골라서 자기 캐릭터 

카드 오른쪽 빈칸에 붙입니다.

16



페이스북에서 펜데믹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만든 사람들
게임 디자인: Matt Leacock and Rob Daviau
일러스트레이션: Chris Quilliams and Atha Kanaani
그래픽 디자인: Philippe Guérin, Karla Ron, Marie-Elaine Bérubé, and Marie-Eve Joly
편집: Jean-François Gagné and Steven Kimball
한국어판 번역 및 편집: 코리아보드게임즈 개발본부

플레이테스터: Martha Amezcua, Chris Aylott, Katherine Aylott, Alan Tun-Wei Bach, Cory Banks, Mike Bretzlaff, Jasmine Butler-Davis, Pete Butler-Davis, 
Danny Calderon, Kasey Cargill, Ryan Corder, Lindsay Daviau, Melissa DeMorris, Court Dimon, Jeroen Doumen, Bianca van Duijl, Sarah Edwards, 
Daniel Egnor, Michelle Ell, Robert Ell, Kim Farrell, Nathan Fluegel, Jonathan Fromm, Rachel Gay, Mark Goetz, Vincent Grasso, Sarah Graybill,  
Chris Grim, Beth Heile, David Helber, Shelby Hemker, Patrick Hillier, Amanda Houts, Nicole Hoye, Trisha Huang, Wei-Hwa Huang, Aeos James, 
Richard Jeffers, Brian Jewkes, Sasha Johnson-Freyd, Nicholas Kent, David Kloba, Grace Kloba, John Knoerzer, Eva Ko, Donna Leacock, Martin Lieser, 
David Lipman, Dan Luxenberg, Paul Madden, Matt Manis, Joshua Martin, Christina Martins, Chris Matthew, Tony McRee, Chris Mitsinikos,  
Owen Mitsinikos, Nora Montaño, Mabelene Ng, David Nolin, Kevin O’Hare, Erik Oliver, Sacha-Mikhail Roberts, Ben Rosset, Colby Sellers,  
Hannah Shen, David Short, Bill Shube, Sarah Shube, Jenn Skahan, John Shulters, Paul Stefko, Mark Swanson, Colin Thom, David Tome, Ana Ulin, 
Nickolaus Wing, Chris Kit Yona, Lola Yona, Rob Zacny, Ian Zang, Michelle Zentis.
특별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John Knoerzer, Beth Heile, Wei-Hwa Huang, and Colin Thom.

개량능력/특수능력 사용
어떤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카드와 캐
릭터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축물품’ 구획에 남은 보급품 큐브가 아예 없
다면, ‘비축물품’ 구획에서 보급품을 가져오는 능력은 쓸 수 없습니다.

정말 잘 틀리는 규칙들
●  “카드 획득 단계”에 전염 카드를 가져왔을 때, 그걸 대체할 다른 카드를 더 가져

가진 않습니다.

●  자기 차례에 정보 공유 행동을 할 때,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카드를 줄 수도 있지

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수 제한은 항상 적용됩니다.

●  한 장소에 놓을 수 있는 보급품 큐브 수는 무제한입니다. (각 장소의 인구는 보급

품 양산 카드를 쓸 때 기준으로 작용하긴 합니다만, 결코 보급품 수량 제한 표시

가 아닙니다.)

기록물과 노트
<팬데믹 레거시 시즌 2>에는 발견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탐험함과 동

시에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발견한 기록

물은 언제든 읽어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이 세계에 벌어진 일을 추적하십시오.

또한 창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 ‘버린 감염 카드 더미’, ‘버린 플레이어 카드 더미’는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카드 더미’와 ‘감염 카드 더미’에 있

는 카드는 특별한 지시나 효과가 없다면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틀린 규칙을 적용해버렸어요!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경우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나 저기서 규칙을 조금 헷갈렸거나 

카드 더미에서 카드가 한 장 빠졌거나 뭔가 잠깐 잊어버린 것 등은 대세에 큰 영향

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계속 게

임을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게임 자체의 난이도를 뒤흔들어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

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다음 게임에 적용할 배급 단계를 적

절히 올리거나(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경우), 적절히 깎으십시오(게임을 너무 쉽

게 만든 경우).

<팬데믹 레거시>는 Asmodee NA와의 계약에 따라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한국 내 독점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규칙들

© 2017 Z-Man Games, All Rights Reserved. Pandemic and Z-Man Games are ® of 
Z-Man Games. The Z-Man logo is a ® of Z-Man Games. Z-Man Games is a division 
of Asmodee North America, Inc. Actual components may vary from those shown.

Z-Man Games
1995 West County Road B2 
Roseville MN 55113 USA
(651)-639-1905
info@zmangames.com 
www.zman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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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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월 배급 단계 플레이 날짜 승패 여부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 수플레이어(캐릭터)

여러분이 어떤 달 게임에 승리한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가며 배급 단계를 2 깎습니다.

어떤 달 게임의 첫 시도에서 패배한 경우, 배급 단계를 2 올리고 같은 달 게임을 재시도하십시오.

만약 재시도에서도 패배했다면, 배급 단계를 2 올리고 다음 달로 넘어가십시오.

배급 단계는 0 아래로 내려가거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첫 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재시도

게임 기록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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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름 도시 이름공급망 연결 여부 공급망 연결 여부

뉴욕

워싱턴

잭슨빌

상파울루

런던

이스탄불

트리폴리

카이로

라고스

48.22.

47.21.

46.20.

45.19.

44.18.

43.17.

42.16.

41.15.

40.14.

39.13.

38.12.

37.11.

36.10.

35.9.

34.8.

33.7.

32.6.

31.5.

30.4.

29.3.

28.2.

27.1.

49.23.

50.24.

51.25.

52.26.

우리가 알아낸 세계의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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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카드 개량능력
원하는 개량능력 옆에 표시된 생산단위를 소비하

여 그 개량능력을 감염 카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일 희미한 네모 칸이 있는 카드에만 붙

일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는 공급망에 연결된 상

태여야 합니다. 희미한 네모 칸 하나에는 스티커를 

하나만 붙일 수 있습니다(다른 스티커 위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감염 카드 개량능력은 기본적으로 다음 시점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  게임 준비 과정

●  전염 카드 처리 중 “질병 감염” 과정

●  차례 마지막 “도시 감염 단계”

인구
도시 한 곳의 인구를 1만큼 올리는 비용은 생산단위 1점

입니다. 단, 버려진 도시 한 곳의 인구를 1로 올리는 비용

은 2점입니다.

알맞은 인구 스티커를 떼어 해당 도시의 인구 위에 덧붙입

니다. 생산단위를 많이 소비해서 장소 한 곳의 인구를 여

러 차례 올려도 되며, 이렇게 했다면 최종 인구에 해당하는 스티커만 붙입니다 

(중간 숫자 스티커를 모두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한 인구수 스티커가 바

닥났다면 그 장소 옆에 펜으로 인구수를 적으십시오. 한 장소의 인구는 8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승리했을 때
●  다음 달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  나중을 대비해 물자를 아껴야 하므로 배급 단계를 2 깎습니다. (배급 단계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바뀐 배급 단계를 게임 기록 달력(규칙서 18쪽)에 기록합니다.

게임에 패배했을 때
●  이번 달 첫 시도라면 이번 달 게임에 반드시 재시도합니다. 만약 재시도라면 다

음 달 게임으로 강제로 넘어갑니다.

●  상황이 위급함을 깨달으므로 배급 단계를 2 올립니다. (배급 단계는 10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바뀐 배급 단계를 게임 기록 달력(규칙서 18쪽)에 기록합니다.

이제 게임판에 있는 모든 구성물(스티커 제외)을 치웁니다. 다음 게임을 준비할 

때 모두 초기화되는 것들입니다.

8~9쪽에 설명된 대로 다음 게임을 준비하십시오.

 

게임 종료 과정
1. 인구 조정 

b.  대역병 큐브가 하나라도 있는 장소마다 인구가 1씩 감소합니다. (대역병 큐브

가 2~3개 있는 장소에서도 인구는 1만큼만 감소합니다.)

d.  보급소가 있는 도시마다 인구가 1씩 증가합니다.

만약 어떤 장소의 인구가 1 감소하고 1 증가한다면, 그곳 인구는 결과적으로 그대

로입니다.

2.  레거시 카드 확인
현재 레거시 카드 더미에 “잠시 멈춤”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레

거시 카드를 규칙에 맞게 꺼내서 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레거

시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3.  게임 종료 카드 처리
a.  이 구획에 있는 감염 카드를 모두 ‘감염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b.  이 구획에 있는 전환점 카드 중 조건이 충족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

건이 충족된 카드가 있다면 번호 숫자가 낮은 카드부터 차례대로 처리합니다 

(즉, #1 카드부터 처리합니다).

4.  생산단위 소비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 종료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현재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 

수에 기반하여 이번에 소비할 생산단위(=업그레이드 점수)가 결정됩니다.

현재 공급망에 연결된 도시 수를 세어서 그에 맞는 생산단위를 ‘게임 종료’ 구획에서 

확인하십시오. 이번 게임에 승리했다면 추가로       점을 더 얻습니다. 안 쓰고 남긴 

생산단위는 소멸되므로 다음 달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생산단위만 충분하다면 같은 종류에 속하는 업그

레이드를 여러 번 선택해도 됩니다.

캐릭터 특수능력
원하는 특수능력 옆에 표시된 생산단위를 소비하

여 그 특수능력을 이미 생성된 아무 캐릭터에 붙

일 수 있습니다(이번 게임에 사용하지 않은 캐릭

터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캐릭터 특수능력은 카

드 오른쪽의 빈칸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특

수능력, 상처, 직업 위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도시 카드 개량능력
원하는 개량능력 옆에 표시된 생산단위를 소비하여 그 

개량능력을 도시 카드에 붙일 수 있습니다(스티커를 붙

일 희미한 네모 칸이 있는 카드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는 공급망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희미한 

네모 칸 하나에는 스티커를 하나만 붙일 수 있습니다(다

른 스티커 위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1

규칙 스티커 W가 
나중에 c단계를 추가합니다.

규칙 스티커 V가
나중에 a단계를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