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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일반 

질문: 가족 게임과 일반 게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가장 큰 차이는 가족 게임에서는 직업 카드와 보조 설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직업과 

보조 설비와 관련된 일부 행동 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게임을 할 때는 배우기가 좀 더 쉬운 가족 게임으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보조 설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얻기는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2. 행동 칸 

질문: 2명이 게임을 할 때는 추가 행동 카드를 놓지 않나요? 

답변: 네. 추가 행동 카드는 3명 이상일 때만 사용합니다. 혼자서 게임할 때나 2명이 게임할 때는 추가 행동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나무 3개” 행동 칸에 나무가 쌓여 6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나무 6개를 모두 가져오는 

건가요? 

답변: 네. 화살표로 표시된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그 칸에 있는 물건을 모두 가져갑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행동 칸에는 

매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물건이 놓이기 때문에, 이전 라운드에 아무도 이 행동 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질문: 화살표로 표시된 행동 칸에는 물건이 쌓인다고 하는데, 누적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 여러 라운드 동안 

아무도 “나무 3개” 행동 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9개, 12개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건가요? 

답변: 네. 화살표로 표시된 행동 칸에는 라운드를 시작할 때마다 적혀 있는 물건을 놓습니다. 누군가 그 행동 칸에 가족을 

놓고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계속해서 물건이 쌓입니다. 

 

질문: “방 만들기 그리고/또는 외양간 짓기” 행동을 선택하면 방도 만들고 외양간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하나요? 

답변: 방 만들기와 외양간 짓기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칸 중 ‘A 그리고/또는 B’라고 적혀 있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며, A와 B를 둘 다 해도 됩니다. 

 



질문: “가족 늘리기 한 후에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 칸에 가족을 놓고 보조 설비만 놓을 수도 있나요? 

답변: 아니요. 그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려면 가족 늘리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행동 칸 중 ‘A 한 후에 B’라고 적혀 있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A만 하거나, A를 하고 나서 B를 해야 합니다. 

 

질문: “집 고치기 한 후에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보조 설비를 꼭 놓아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놓을 수 있는 설비가 없거나 설비를 놓고 싶지 않다면 놓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 칸 중 ‘A 한 후에 B’라고 적혀 있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A는 꼭 해야 하지만 B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다른 플레이어가 가족을 늘릴 수 없게 방해하고 싶어요. 빈 방이 없는 상태에서 2번째 주기에 나오는 빈 방이 

필요한 “가족 늘리기” 행동 칸에 가족을 놓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해당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행동 칸에 

가족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질문: 행동 칸 중 두 가지 행동이 ‘그리고/또는’으로 연결된 행동 칸과 ‘한 후에’로 연결된 행동 칸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답변: 

‘A 그리고/또는 B’라고 적혀 있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A만 한다. 

2. B만 한다. 

3. A와 B를 모두 한다. 

‘A 한 후에 B’라고 적혀 있는 행동 칸에 가족을 놓으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A만 한다. 

2. A를 하고 나서 B도 한다. 

 

3. 농장 생활 

질문: 방을 만들 때, 울타리를 칠 때, 외양간을 지을 때, 밭을 일굴 때 모두 기존에 있던 방, 울타리, 외양간, 밭과 연결해서 

놓아야 하나요? 

답변: 방과 울타리와 밭은 기존에 있던 것과 연결해서 놓아야 합니다. 방은 방끼리, 울타리는 울타리끼리, 밭은 밭끼리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양간은 비어 있는 칸이나 우리 안이면 어디든 지을 수 있습니다. 외양간이 놓인 칸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1. 집과 가족 



질문: 나무집을 흙집, 돌집으로 바꾸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답변: 나무집을 흙집으로 고치거나 흙집을 돌집으로 고치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나무집은 점수가 없지만 

흙집은 방 1개당 1점씩, 돌집은 방 1개당 2점씩을 받습니다. 또한 직업이나 설비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흙집이나 돌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방을 5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도 되나요? 

답변: 네. 자원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방 3개짜리 나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 2개와 갈대 1개가 있는데 이 자원으로 방 2개를 흙집으로 고쳐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집을 고칠 때는 모든 방을 한 번에 고쳐야 합니다. 방은 모두 하나의 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나무집이고 일부는 흙집일 수 없습니다. 

 

질문: 5번째 주기에 나오는 “가족 늘리기” 행동을 이용해 빈 방 없이 가족을 늘렸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계속 다른 

가족과 한 방에 살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방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계속 한 방에 같이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방을 만들 경우, 새로 만든 방은 

현재 자기 방이 없는 가족이 먼저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방을 늘리더라도 빈 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 방이 

없다면, 2번째 주기에 나오는 “가족 늘리기”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현재 집에 빈 방이 없는 상태이지만 방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가족 

늘리기” 행동(2번째 주기에 나오는 빈 방이 있어야 하는 행동)을 한 다음에 “방 만들기” 행동으로 방을 만들어서 빈 방을 

마련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2번째 주기에 나오는 “가족 늘리기” 행동은 현재 가족 수가 방 개수보다 적어 빈 방이 있는 상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방을 만들고 나서 가족을 늘려야 합니다. 

 

3-2. 밭 농사와 음식 

질문: “씨 뿌리기” 행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곡식이나 채소가 없다면 씨를 뿌릴 수 없나요? 

답변: 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에 심을 곡식이나 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씨를 뿌릴 때 밭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밭에 모두 씨를 뿌릴 수 있나요? 

답변: 네. 빈 밭이 여러 개 있고 그 밭에 심을 곡식이나 채소나 충분히 있다면, 빈 밭에 모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한 밭에 곡식이나 채소를 여러 개 심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밭 하나당 곡식이나 채소를 하나씩만 심을 수 있습니다. 

 

질문: 수확을 할 때 밭에 있는 곡식과 채소를 모두 가져오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수확을 할 때는 각각의 밭에서 곡식 또는 채소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밭에 곡식 3개가 있다면 

수확을 3번 해야 곡식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 빵을 구울 때 곡식 하나를 음식 몇 개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어떤 빵굽기 설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빵을 굽지 않고도 곡식 1개를 음식 1개로 바꿀 수 있으며, 

빵굽기 설비가 있다면 더 많은 양의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설비인 화로가 있으면 빵을 구울 때 

곡식 하나를 음식 2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주요 설비 중 흙가마로 곡식 1개를 음식 5개로 바꿀 수 있는데, 한 번에 곡식 2개를 음식 10개로 바꿀 수도 

있나요? 

답변: 아니요. 흙가마를 이용해 빵을 구울 때 곡식 1개만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빵굽기 설비 카드를 보면 곡식과 

음식 기호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 위에 1x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 번에 곡식 1개만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2x라고 적혀 있다면 한 번에 곡식을 2개까지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몇 곱하기가 적혀 있지 않고 

화살표만 있다면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곡식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 흙가마(곡식 1개를 음식 5개로 바꾸는 설비)와 화로(곡식 1개를 음식 2개로 바꾸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빵을 굽는다면, 곡식 1개를 음식 7개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곡식 2개나 3개를 음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곡식 1개를 두 설비를 모두 이용해 음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흙가마를 이용한다면 음식 5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곡식 여러 개를 음식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설비에 바꾸는 개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흙가마의 경우 빵을 

구울 때 곡식을 1개만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곡식 2개를 음식으로 바꾼다면 1개는 

흙가마를 이용해 음식 5개로 바꾸고 나머지 하나는 화로를 이용해 음식 2개로 바꿔 총 음식 7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곡식 3개를 음식으로 바꾼다면 총 음식 9개(5+2+2)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요리 설비와 빵굽기 설비가 대체 뭔가요? 

답변: 설비 중 왼쪽 아래에 솥 모양 기호가 있는 설비가 요리 설비입니다. 요리 설비가 있으면 채소,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빵굽기 설비는 설비 중 오른쪽 아래에 빵 모양 기호가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빵굽기 설비가 있으면 

빵을 구워 곡식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직업을 내려놓기 위한 비용으로 음식 대신 곡식이나 채소를 내도 되나요? 

답변: 곡식이나 채소는 특별한 설비가 없어도 아무 때나 1:1 비율로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없고 대신 곡식이나 채소가 있다면, 곡식이나 채소를 음식으로 바꾼 뒤 바로 비용을 내면 됩니다. 

 

3-3. 가축 

질문: 게임을 하다가 가축을 옮겨도 되나요? 

답변: 네. 가축을 놓을 때 적용되는 규칙(우리 1칸당 2마리, 섞어 키울 수 없음 등)만 어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애완동물로 가축 1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방마다 1마리씩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애완동물은 집 전체에 1마리만 키울 수 있습니다. 방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한 칸짜리 우리에 한 종류 가축만 키워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칸짜리 우리에서는 두 칸에 서로 

다른 가축을 키워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우리 하나에는 한 종류 가축만 키워야 합니다. 몇 칸짜리 우리든 우리는 하나의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가축을 섞어 키울 수는 없습니다. 

 

질문: 수확 단계에 가축을 음식으로 바꿔도 되나요? 

답변: 네. 요리 설비가 있다면 수확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 3단계인 번식 

단계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나 부모가 된 가축은 바로 음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와 집에 모두 가축이 있어서 더 이상 가축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설비인 화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 1마리” 행동 칸에 있는 양을 가져와서 바로 음식으로 바꿔도 되나요? 

답변: 네. 요리 설비가 있다면 행동 칸에서 가져온 가축을 바로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소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다른 가축을 음식으로 바꿔서 소를 놓을 자리를 

마련해도 되나요? 

답변: 네. 요리 설비가 있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가축을 키울 공간이 부족해도 가축을 가져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양 1마리” 행동 칸에 양이 3마리 있는데 

농장에는 양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을 때, 양을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축을 가져왔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농장에 놓을 수 없는 가축은 공동창고에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가축을 

놓을 공간이 전혀 없을 때 가축을 가져와 모두 공동창고에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요리 설비가 있다면 

가져온 가축을 바로 음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질문: 가축을 키울 공간이 전혀 없고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가축을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네. 원한다면 가축을 가져온 뒤 모두 공동창고에 되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그 행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질문: 가축이 번식하고 새로 태어난 새끼는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가축 2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놓을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새끼는 물론 부모도 바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축 2마리가 있고 더 이상 가축을 놓을 자리가 없다면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새끼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추가 가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4. 직업과 설비 

질문: 카드 종류 E, I, K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카드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카드(E)는 기능이 단순한 편으로, 게임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기본 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작용 카드(I)는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카드로, 카드의 기능이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 카드(K)는 기능이 복잡한 편으로, 게임에 익숙해진 후에 다른 카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시설 카드와 직업 카드는 어디에 내려놓나요? 

답변: 자기 앞 농장판 옆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카드와 구분이 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 내려놓은 설비나 직업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각 카드 내용을 보면 언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 때나”라고 적혀 있다면 말 그대로 

기능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1번” 같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기능은 조건이 맞을 경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건에 ‘직업 X개’라고 적혀 있는 카드의 경우, 내려놓은 직업이 정확히 X개일 때만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답변: 조건에 ‘직업 X개’라고 적혀 있다면, 내려놓은 직업이 X개 이상일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조 설비 64번 

구호품은 내려놓은 직업이 없을 때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요 설비인 화덕을 놓을 때 화로를 반납하고 놓을 수 있는데요. 반납한 화로는 어디로 가나요? 

답변: 질문한 경우 외에도 설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요 설비를 반납하면 주요 설비 놓는 곳에 되돌려 

놓습니다. 반납된 주요 설비는 누구든 다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반납한 설비를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보조 

설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 설비가 게임에서 빠집니다. 다시 손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설명서에서 설비를 ‘놓는다’는 표현과 ‘구입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건가요? 

답변: 두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주요 설비를 구입하면 해당 설비 카드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놓고, 보조 설비를 구입하면 

자기 손에 있는 해당 설비 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설비 카드는 아직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게임이 끝났을 때 손에 남아 있는 설비 카드와 직업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려놓지 않은 카드는 아무 효과 없이 버려집니다. 점수가 있는 카드를 들고 있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질문: 직업 카드나 보조 설비 카드 중 직업이나 보조 설비를 놓는 행동 칸을 이용하지 않고도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답변: 직업 카드 173번 촌장 딸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다른 플레이어가 촌장 카드를 내려놓으면) 즉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직업 카드 249번 인형술사를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가 유랑극단 행동 칸을 이용할 때마다 직업 

카드를 1개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직업 카드 271번 교육자를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가 직업을 놓을 

때마다 자신도 직업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든 경우처럼 카드의 내용에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행동 칸을 이용해야만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4-1. 직업 

질문: 직업 중 행상과 상인을 둘 다 내려놓았다면, “주요 설비나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 칸에서 음식 1개를 내서 보조 

설비를 4개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직업 281번 행상의 기능 중 “주요 설비나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을 할 때 보조 설비 2개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직업 179번 상인의 기능 중 “주요 설비나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을 할 때 음식 1개를 내고 해당 행동을 

1번 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주요 설비나 보조 설비 1개 놓기” 행동 



칸에서 음식 1개를 내고 보조 설비를 4개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직업 카드 중 흙 섞는 사람을 보면 ‘가족의 행동을 통해 가져오는 것이 흙뿐이라면, 흙 2개를 추가로 

가져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 추가로 흙을 가져오나요? 설마 한 라운드 동안 가족이 가져온 것이 흙밖에 없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직업 188번 흙 섞는 사람을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행동 칸에 가족을 놓고 흙만을 가져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흙 

1개” 행동 칸을 선택한 경우) 즉시 추가 흙 2개를 가져갑니다. ‘가족의 행동을 통해 가져오는 것이 흙뿐’이란 말은 가족 

하나로 행동을 해서 흙을 가져오고 흙 외의 다른 물건은 가져오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 직업 카드 촌장과 촌장 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촌장을 내려놓고 촌장 딸의 기능을 이용해 즉시 비용 없이 

촌장 딸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직업 173번 촌장 딸의 기능을 보면 ‘다른 플레이어가 촌장 카드를 내려놓으면 즉시 아무 비용 없이 이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른 플레이어가 촌장 카드를 내려놓았을 때만 아무 비용 없이 촌장 딸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촌장을 

내려놓았다면 촌장 딸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질문: 직업 카드 중 돌 나르는 사람을 보면 ‘행동을 통해 돌을 가져올 때, 돌 1개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돌 외의 다른 건축 자원도 가져온다면 추가 돌을 가져오기 위해 음식 1개를 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돌과 

다른 건축 자원을 같이 가져오는 행동도 있나요? 

답변: 네. 4인용 추가 행동인 “갈대 1개, 돌 1개, 음식 1개 가져가기”와 5인용 추가 행동인 “갈대 1개 추가로 돌 1개, 나무 

1개 가져가기”가 있습니다. 

 

질문: 직업 중 울타리 감독관 카드를 보면 ‘매 라운드 1번, 음식 1개를 내고, 이제 막 지은 외양간을 포함하는 1칸짜리 

우리가 생기도록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 나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 라운드마다 음식 1개를 내고 외양간과 1칸짜리 우리를 만드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직업 312번 울타리 감독관의 내용을 잘 보면 이제 ‘막 지은 외양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양간 짓기” 행동을 하거나 해서 외양간을 지은 경우에 음식을 내고 그 새로 지은 외양간을 포함하는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양간까지 공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4-2. 보조 설비 

질문: 보조 설비 중 나무길, 흙길, 돌길의 기능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답변: 보조 설비 83번 나무길, 89번 흙길, 94번 돌길은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진 길입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내려놓은 길이 

있다면 그 길 중 가장 좋은 길을 가진 플레이어가 추가점수 2점을 받습니다. 세 길 중 가장 좋은 길이 돌길이고 그 

다음이 흙길이며 그 다음이 나무길입니다. 예를 들어 흙길을 내려놓은 플레이어와 나무길을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흙길을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추가점수를 받습니다. 나무길이 가장 가치가 낮긴 하지만 흙길와 돌길을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없다면, 나무길을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추가점수를 받습니다. 

 

질문: 보조 설비 중 싸리비의 기능이 손에 있는 보조 설비 카드를 모두 버리고 새로 보조 설비 카드 7장을 받는 건데요, 

먼저 다른 보조 설비 6장을 내리고 나서 7번째로 싸리비를 내려놓으면 보조 설비를 13개까지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네. 보조 설비 125번 싸리비를 잘 쓰면 보조 설비를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보조 설비 갈대 연못을 놓아 다음 라운드 칸에 갈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조 설비 성모자상을 놓기 위해 

갈대 연못 카드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에 라운드 칸에 놓인 갈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라운드 칸에 놓인 갈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갈대 연못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갈대 연못 카드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갈대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보조 설비 38번 성모자상을 놓기 위해 설비를 버리고 나면 버린 

설비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내용물 

질문: 구걸 카드가 5장뿐이데 부족하진 않나요? 

답변: 아그리콜라의 내용물 중에 개수가 제한된 것은 가족 말(5개)과 외양간(4개), 울타리(15개)뿐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게임 내용물에는 개수 제한이 없으면, 내용물이 부족하면 곱하기 타일을 사용해서 표시하거나 대체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걸 카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타일을 사용해 더 많은 개수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대체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물 중 요구/손님 토큰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답변: 직업 카드 중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특정 행동 칸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248번 

그물낚시꾼이나 269번 곡예사 같은 카드가 그 예입니다. 해당 카드에는 오른쪽 아래에 요구 토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직업 카드를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해당 행동 칸에 요구 토큰을 놓아서, 이 행동 칸을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 행동 칸을 사용할 것임을 표시합니다. 

손님 토큰은 설비 카드 중 73번 손님 카드나 314번 맥주통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가 가져갑니다. 손님은 다음 라운드에 

1번 가족 말로 이용됩니다. 



 

질문: 곱하기 타일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답변: 내용물이 부족할 때 곱하기 타일을 사용합니다. 곱하기 기호 옆에 특정 내용물을 올려놓으면 그 내용물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곱하기 5 타일에 흙을 1개 올려놓으면 흙 5개가 됩니다. 곱하기 5 타일에는 음식이 

그려져 있어 그 타일 자체로 사용하면 음식 5개가 됩니다. 곱하기 3 타일에는 곡식이 그려져 있어 곡식 3개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 보조 설비 중 짚지붕를 내려놓는 조건이 곡식밭 3개인데요, 보조 설비인 큰 밭 카드에 곡식이 2개 심어져 있고, 

농장판의 밭에 곡식이 1개 심어져 있다면, 짚지붕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큰 밭 카드에 곡식 2개가 심어져 있는 것이 

곡식밭 2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보조 설비 105번 큰 밭은 밭 2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큰 밭에 곡식이 2개 심어져 있는 상태라면 곡식밭 

2개로 간주합니다. 

 

질문: 보조 설비 중 파종 상자의 기능은 새로 씨 뿌린 밭이 집과 인접해 있을 때 곡식이나 채소를 추가로 놓는 것인데, 

집과 인접한 밭이 여러 개라면 이 모든 밭에 기능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보조 설비 90번 파종 상자의 기능은 집과 가로나 세로로 인접한 새로 씨 뿌린 밭 모두에 적용됩니다. 

 

6. 혼자 게임하기 

질문: 혼자 게임할 때의 규칙 중 ‘게임을 시작할 때 영구 직업 카드를 펼쳐 놓습니다. 이 직업 카드들은 이미 내려놓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에서 직업 카드를 내려놓을 때 무조건 음식 1개를 내야 합니다.)’가 무슨 소리인가요? 

답변: 영구 직업이란 이전 게임에서 사용한 직업을 다음 게임에서도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영구 직업 카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 문장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 내려놓은 직업 중 다음 게임에서 그대로 사용할 직업을 1개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 직업 카드입니다.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 먼저 선택한 영구 직업 카드를 펼쳐 놓습니다. 직업 카드 1장을 내려놓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 처음으로 “직업 1개 놓기” 행동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 직업을 놓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을 놓는 비용으로 음식 1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임을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이번에 내려놓은 직업 중 하나를 골라 영구 직업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는 영구 직업 카드 2개를 이미 내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