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무카드 70장 (감귤나무, 단풍나무, 야자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카드 각 14장, 1장은 동물그림이 있는 나무카드입니다.)

감귤나무 14장 단풍나무 14장 야자나무 14장 은행나무 14장 전나무 14장

■  산림감시원 카드 8장 
  1장으로 벌목꾼이나 사냥꾼을 제거, 2장은 

도시개발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동물카드 10장  (다람쥐, 토끼, 사슴, 멧돼지, 호랑이 각 2장)
  동물카드는 표시된 나무카드의 개수 이상인 숲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동물카드를 내려놓으면 해당하는 점수를 받습니다.

■  재난카드 5장  (도시개발 1장, 사냥꾼 2장, 벌목꾼 2장)

  도시개발카드 나무카드와 동물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냥꾼카드 동물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벌목꾼카드 나무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  열매카드 10장  (나무열매카드 5종 각 2장)

  열매카드는 게임시작시에 2장씩 나누어 갖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같은 나

무 열매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레스트카드 88장 (뒷면 초록색카드), 재난카드 5장 (뒷면 주황색카드), 열매카드 10장 (뒷면 파랑색카드), 

게임 보드판, 게임말 5개
게임
 구성물

8세 이상 2인~5인 20분내외

세밀화로 만나는 지구환경 테마게임 포레스트! 

나는 어떤 나무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산림감시원이 되어 숲을 보호해주세요! 

산림을 훼손하는 벌목꾼을 감시하고, 사냥꾼으로부터 동물을 지켜주세요!
기본룰 게임 준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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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룰 (2~3인)  포레스트카드 73장 (5종의 나무카드 11장씩 - 동물그림의 나무카드 포함, 산림감시원 8장, 동물 5종 각 2장), 재

난카드 5장, 열매카드 10장

ㆍ확장룰 (4~5인) 포레스트카드 88장 (포레스트카드 14장 전부 사용)

① 산 모양의 게임 보드판 조각을 맞춥니다. 나무카드 중 동물그림이 있는 나무카드를 한 장씩 각 면에 놓습니다.  

② 자신의 게임말을 선택해 게임판 시작 위치에 놓습니다. 재난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모두가 손이 닿는 곳에 놓습니다.

③  열매카드를 잘 섞어 보이지 않게 2장씩 나누어 갖습니다. 자신의 열매카드는 자기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열매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포레스트카드를 6장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포레스트카드는 잘 섞어 게임 보드판 옆에 뒷면이 보이게 더미를 만듭니다.   

⑤ 자신의 열매카드는 자신이 가꾸어야 할 숲입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숲에 다녀온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며, 자신의 차례에는 아래의 3가지 액션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점수만큼 게임말을 이동합니다.

① 나무카드 내려 놓기

 1~3장까지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만 내려 놓을 수 있으며, 2장 1점, 3장 3점을 받습니다.)

 ㆍ2장을 내려 놓을 경우, 사냥꾼 또는 벌목꾼카드를 숲에 놓거나, 다른 숲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ㆍ3장을 내려 놓을 경우, 도시개발카드를 숲에 놓거나, 다른 숲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② 동물카드 내려 놓기 

 기본룰 (2~3인)

 동물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카드를 시작카드로, 나무카드에 동물카드 1장을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확장룰 (4~5인) 

 동물그림 나무카드가 없는 경우, 동물카드에 표시된 나무카드 개수 이상인 숲에 

 1장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 기본 룰과 확장 룰 모두 내려 놓은 후 동물카드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습니다.

 ※ 숲에 내려 놓을 수 있는 동물카드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③ 산림감시원 카드 내려 놓기

  산림감시원 카드를 내려놓으면 재난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장은 벌목꾼이나 사냥꾼을 제거할 수 있고 1점을 얻습니다. 2

장은 도시개발을 제거하고 5점을 얻습니다.) 사용한 산림감시원 카드는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제거된 벌목꾼, 사냥꾼, 도시개발

카드는 카드 보충 더미 옆에 놓고 다시 사용합니다. 

 ※ 주의! 산림감시원 카드를 게임 마지막까지 들고 있으면, 한 장당 -5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한 카드 숫자만큼 보충합니다. (자신의 턴이 끝나면 자신의 손에는 항상 6장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내려놓기 위한 
나무 카드 숫자

내려놓고 얻을 수 있는 점수

게임
  준비

게임
  진행



플레이할 포레스트카드가 없거나 내고 싶지 않다면 카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할 카드를 포레스트카드 더미 맨 밑으로 

넣고 그 숫자만큼 새로 뽑습니다. 교환한 카드 1장당 -1점을 받으며 자신의 말을 점수만큼 뒤로 이동합니다.

벌목꾼카드 해당 나무 숲에 나무카드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사냥꾼카드 해당 나무 숲에 동물카드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카드 해당 나무 숲에 나무카드와 동물 카드 모두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그림 나무카드 해당 나무카드에 1장씩 동물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있습니다. 동물 그림이 그려

진 나무카드가 놓여져 있으면 나무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동물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동물카드 점수 다람쥐 (1점), 토끼 (2점), 사슴 (3점), 멧돼지 (4점), 호랑이 (5점)

5종의 나무카드 14장을 모두 사용합니다. (총 88장 포레스트카드 사용)

게임 준비 ①에서 동물그림이 없는 나무 카드로 시작합니다. 동물그림 나무카드가 없는 경우, 동물카드에 표시된 나무카드 개

수 이상인 숲에 1장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룰은 모두 동일합니다. 

동물그림 나무카드가 처음에 없어서 동물 카드를 자유롭게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생각투자 (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D동 905호 전화 02-591-8841 팩스 02-594-8841  온라인문의 thinksmart.co.kr

동물 그림

게임
  규칙

게임
  종료

확장룰
 (4~5인)

포레스트카드 더미의 카드가 다 떨어지면, 참가자 모두 한 번씩 자신의 차

례를 가진 후 게임이 끝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무열매카드를 공개하

고 보너스 점수를 계산합니다. (단, 산림감시원카드를 게임 마지막까지 들

고 있으면 한 장당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나무 보너스 내 숲의 나무카드 1장당 1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최대 10점)

동물 보너스 동물카드 1장당 2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제한 없음)

※ 나무의 경우, 벌목꾼이나 도시개발카드가 없는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경우, 사냥꾼이나 도시개발카드가 없는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열매 카드 2개가 동일하다면, 해당 숲에서 2배의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게임 중 얻은 자신의 말 점수와 종료 후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