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래곤우드
당신은 마법에 걸린 숲, 드래곤우드를 여행하는 탐험가입니다. 카드를 내서 주사위를 얻고 그 주사위를 

굴려서 사악한 몬스터를 무찌르거나, 탐험에 도움을 주는 마법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을 얻은 탐험가가 승리합니다.

게임준비
 요약 카드 2장을 제외하고 카드 뒷면이 같은 카드끼리 섞어서 2개의 더미를 만듭니다.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초록색 뒷면)를 보고 3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몬스터(초록색 배경), 마법(보라색 배경), 그리고 이벤트(주황색 배경)가 있습니다. ※카드 종류 참고

 드래곤 카드 2장(주황색, 파란색 드래곤)을 찾아서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서 일단 제외합니다. 

 나머지 드래곤우드 카드를 섞어서 플레이어의 수에 맞게 카드를 제외합니다. (아래 표 참고)

	 ㆍ2인	게임시	=	12장을	제외하고,	드래곤우드	카드	30장으로	플레이합니다.	

	 ㆍ3인	게임시	=	10장을	제외하고,	드래곤우드	카드	32장으로	플레이합니다.	

	 ㆍ4인	게임시	=	8장을	제외하고,	드래곤우드	카드	34장으로	플레이합니다.	

  카드를 제외하고 난 뒤, 드래곤우드 카드를 2 더미로 나눠 아래쪽 절반 부분에 드래곤 카드 2장을 넣고 그 부분만 

    다시 잘 섞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카드가 들어간 부분을 아래에 두고 나머지 부분을 위에 둡니다. 

 이제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가 완성되었습니다. 

2~4인 | 8세 이상

게임방법
누가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탐험대원 모집하기(탐험가 카드 1장 뽑기) 또는 포획하기 (당신의 카드를 내서 드래곤우드에 있는 카드 중 1

장을 포획)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탐험대원 모집하기 

만약, 당신이 탐험가 카드를 뽑기로 정했다면 한 장을 뽑아서 자신의 손에 채우고, “모집!” 이라고 외쳐서 자신의 차례가 종료

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의! 손에는 최대 9장의 탐험가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9장의 

탐험가 카드가 있는데 탐험대원 모집하기를 선택한다면, 모집한 뒤 1장을 버려야 합니다. 

행운의 무당벌레  만약, 당신이 “행운의 무당벌레” 카드를 뽑는다면, 즉시 이것을 버리고 2장을 더 뽑습니다. 

가져온 카드가 또 “행운의 무당벌레” 카드라면, 다시 그 카드를 버리고 추가로 2장을 더 뽑습니다. 

만약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탐험가 카드의 수를 넘는다면, 최대인 9장만 가지고 나머지 카드는 버려야 합니다. 

탐험가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버리는 카드 더미를 섞어서 새로운 더미를 만듭니다.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서 5장을 앞면이 보이도록 테이블 중앙에 놓아서 드래곤우드를 만듭니다. 나머지 카드 더미를 뒷면

이 보이도록 옆에 놓습니다. ※드래곤우드에 놓인 첫 5장의 카드 중에는 이벤트 카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벤트 카드(테두리가 

주황색)가 있다면, 이벤트 카드들을 섞어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의 중간 임의의 자리에 끼워서 돌려 놓고, 새로운 카드로 드래곤우

드를 채웁니다. 

  탐험가 카드 더미(빨간색 뒷면)를 섞어서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5장씩 나눠줍니다. (자신의 카드를 손에 쥐고 다른 플레이어

가 못 보도록 하세요.) 나머지 탐험가 카드는 드래곤우드 카드 근처에 놓습니다.

 드래곤 주사위 6개와 요약 카드를 모두가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놓습니다.

게임구성

탐험가 카드 64장_뒷면 빨간색

(1~12까지 5종류 카드 60장,

행운의 무당벌레 4장)

드래곤 우드 카드 42장 _뒷면 초록색

요약 카드 2장

드래곤 주사위 6개

게임설명서
turn Summary

On each turn, you can either: 

Reload (draw 1 Adventurer card) or 

Capture (play Adventurer cards to 

capture Dragonwood cards).

CAPTURING CARDS

1. Announce whether you will       

 Strike, Stomp, or Scream. 

 (See other side.)

2. Roll 1 die for each card played.

3. Compare total to related number  

 on card:

 • If equal to or greater, take card.

 • If less than, discard 1 card.

4. Refi ll Landscape to 5 cards.       
  

Hand limit: 9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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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숲, 드래곤우드를 탐험하라!

탐험가 카드

버리는 곳

드래곤우드 

카드

버리는 곳

드래곤우드

드래곤우드 카드 종류

몬스터

이 게임의 목적이 몬스터를 포획하고 점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몬스터는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 심술쟁이 트롤은 4점을 얻습니다.) 점수는 왼쪽 하단의 

방패에 표시되어 있으며, 몬스터를 포획하는데 필요한 공격력은 

오른쪽의 아이콘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은 검술 공격, 부츠는 발차기 공격, 

얼굴은 소리지르기 공격을 나타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카드 포획하기를 

참고하세요.) 공격 방법에 따라서 몬스터마다 포획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 끈적이 괴물은 검술로 무찌르는 

것이 아주 어려우며, 불개미는 발차기로 무찌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법

마법은 점수가 없는 대신 몬스터를 포획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은장검은 검술 공격에 2점의 공격력을 더해줍니다. 

일회성 마법카드가 아닌한, 마법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매 차례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법카드는 동시에 여러 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차례에 한 장의 마법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 카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공격력은 몬스터 카드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공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벤트

이벤트는 즉시 발생하며 모든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줍니다.

카드에 표시된 기능을 읽고 즉시 실행한 후, 버리는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비어있는 드래곤우드를 다른 드래곤우드 카드로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번개 폭풍이 발생할 경우 모든 플레이어는 

탐험가 카드 1장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1장을 버린 후에, 

번개 폭풍 카드는 버리는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 놓여지며 

드래곤우드가 다시 5장이 되도록 다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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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하기

드래곤우드에 있는 몬스터 또는 마법을 포획하는 공격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몬스터 카드를 포획할지, 아니면 마법 카드를 획득할지를 말하고 당신이 사용할 탐험가 카드를 자신 앞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예 :“나는 발차기 공격으로 불개미를 포획하겠습니다.”) 

그 후, 자신이 낸 탐험가 카드 1장당 1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굴립니다. 

만약 당신이 4장의 발차기 공격용 카드(같은 숫자 4장)를 냈다면, 4개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굴린 주사위의 총합을 (공격시 마법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마법카드의 숫자와 합한 뒤), 몬스터를 

포획하거나 마법 카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공격력과 비교합니다.

검으로 표시된 숫자는 검술 공격, 부츠는 발차기 공격, 얼굴은 소리지르기 공격에 필요한 공격력을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의 주사위의 총합이 카드에 표시된 공격력과 같거나 더 크다면, 당신은 그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 

당신이 공격에 성공해서 몬스터를 포획했다면 그 카드를 가져와 뒤집어 보관합니다. 

당신이 공격에 사용한 모든 탐험가 카드는 버리는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몬스터 포획에 실패한 경우, 그 몬스터는 드래곤우드에 남게됩니다. 

공격한 카드는 다시 회수하고, 포획 실패에 대한 벌칙으로 당신은 자신의 탐험가 카드 1장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몬스터 포획 실패에 따른 상처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이 포획한 몬스터의 점수을 더합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이 포획한 몬스터 카드의 개수를 

비교해서 가장 많은 몬스터를 포획한 플레이어가 3점의 보너스 점수를 얻습니다. (2명이 동점일 경우, 2점씩 얻습니다.) 

총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총점이 비길 경우, 가장 많은 몬스터를 포획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응용게임
드래곤 마법  검술, 발차기, 소리지르기 공격에 더하여 드래곤을 포획할 때, 당신은 드래곤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일한 색깔에 연속되는 숫자의 카드를 3장(예 : 빨간색 3, 

4, 5) 모은다면, 당신은 그 카드로 드래곤 마법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 마법 공격의 경우, 

주사위는 3개가 아닌 2개를 굴립니다.  주사위 2개로 6점 이상이 나오면, 당신은 드래곤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획에 실패하면 카드를 다시 회수하고 페널티로 2장의 카드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마법은 오직 드래곤을 포획할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게임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서 더 많은 카드를 제외하고 플레이 합니다.

긴 게임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덜 제외하거나, 또는 두 마리의 드래곤을 모

두 포획할때까지 플레이 합니다.

간단한 준비   모든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로 플레이 합니다. 탐험가 카드 더미 2번을 모

두 사용하거나 또는 마지막 드래곤우드 카드가 공개되면 게임은 종료됩

니다.

마법 

당신이 마법을 얻는다면, 얻은 마법 카드를 가지고 자신 앞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나머지 게임 동안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차례에 한 개의 마법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사용 후에 드래곤우드 버리는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마법 획득에 사용한 모든 탐험가 카드는 버리는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 

마법 획득에 실패하면 몬스터 포획 실패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탐험가 카드는 회수하고, 

자신의 탐험가 카드중 1장을 버려야 합니다.

드래곤우드 보충하기

당신이 몬스터나 마법 카드 1장을 얻었다면, 드래곤우드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새로 뽑아서 

드래곤우드가 5장이 되도록 보충합니다. 

만약, 이벤트 카드가 나오면, 이벤트 카드의 기능을 즉시 실행한 후에 해당 카드를 버립니다. 

카드 1장을 다시 뽑아서 드래곤우드가 5장이 되면 당신의 차례는 끝납니다. 

포획하기 주의사항

ㆍ마법은 다른 마법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당신은 1장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사위도 1개만 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검술, 발차기, 또는 소리지르기 중 1개의 공격 방법을 선택합니다.)

ㆍ당신은 1차례마다 1개의 몬스터나 마법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ㆍ당신은 최대 6개의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게임종료
게임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1가지의 경우 종료됩니다.

1. 드래곤 2마리를 모두 포획한경우

2. 탐험가 카드 더미를 2번 모두 사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남은 탐험가 카드를 모집하면,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를 한 번씩 더 가진 후에 게임을 종료합니다.)

생각투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302호	TEL	:	02.591.8841

공식수입/판매원

마법카드

ㆍ마법의 유니콘 모든 종류의 공격에 공격력 1점을 더합니다.

ㆍ은 장검 검술 공격에 공격력 2점을 더합니다.

ㆍ시금치 양동이 발차기 공격에 공격력 2점을 더합니다.

ㆍ수수께끼의 유령 소리지르기 공격에 공격력 2점을 더합니다.

ㆍ행운의 버섯 공격시에 주사위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ㆍ번개 창 모든 종류의 공격에 공격력 4점을 더합니다. (1회만 사용가능)

ㆍ마법 물약 탐험가 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1회만 사용가능)

ㆍ다정한 토끼 공격시 주사위 하나를 더 던질 수 있습니다. (1회만 사용가능)

ㆍ어둠의 망토 모든 종류의 공격에 공격력 2점을 더합니다.

이벤트카드

ㆍ 바람 폭풍  모든 플레이어는 탐험가 카드 1장을 

오른쪽 사람에게 줍니다.

ㆍ 번개 폭풍  모든 플레이어는 탐험가 카드 1장을 

버려야 합니다.

ㆍ 화창한 하루  모든 플레이어는 탐험가 카드 2장

을 뽑습니다.

ㆍ 모래 구덩이  드래곤우드에서 모든 마법카드

를 제거하고, 새로 카드를 보충

합니다.

검술 발차기 소리지르기

카드 색깔에 상관없이 

연속된 번호 순서대로 

카드를 냅니다,

카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숫자의 카드를 

냅니다.

모두 같은 

색깔의 카드를 냅니다.

예>
주사위	합	=	9
발차기	공격이라면	포획	
성공!	
검술	공격이나	소리지르기
공격이면	포획	실패!

승리점수

검술공격

발차기공격

소리지르기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