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 오브 윈터 FAQ
Ver.1.1

1.0.0 생존자 카드
1.1.0 존 프라이스
1.1.1 언제 존 프라이스의 특수능력이 발휘됩니까?
피난기지에 있으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일단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서 다른 생존자를 만나야 합니다.
아래는 존 프라이스의 특수능력 발휘 예시입니다.

로드 밀러 - 로드가 이동할 때는 위험노출 주사위 안 굴림.
하먼 브룩스 - 하먼에게 동상 토큰을 추가해야 할 때, 동상 토큰 대신 일반 부상 토큰 추가.
스파키 - 스파키를 대상으로 위험노출 주사위를 굴렸을 때, 결과가 물림일 경우 일반 부상으로 간주,
스파키는 연쇄 물어뜯기 대상에서 제외.
a) 존이 로드가 있는 외부 장소로 이동할 때, 위험노출 주사위를 굴립니까? → 예
b) 존이 로드와 외부 장소에 함께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존은 로드의 특수능력을 사용합니
까? → 예
c) 존이 하먼이 있는 외부 장소로 이동하다가 동상을 입으면, 동상 토큰 대신 일반 부상 토큰을 추
가합니까? → 아니오
d) 존이 하먼과 외부 장소에 함께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존은 하먼의 특수능력을 사용합니
까? → 예
e) 존이 스파키가 있는 외부 장소로 이동하다가 물림을 당하면, 이것을 일반 부상으로 간주합니까?
→ 아니오
f) 존이 스파키와 외부 장소에 함께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존은 스파키의 특수능력을 사용
합니까? → 예
※ 위 예시에서 말하는 '외부 장소'는 피난기지를 제외한 장소를 뜻합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1.1.2 존이 여러 생존자의 특수능력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피난기지가 아닌 같은 장소에 여러 생존자와 함께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넷 타일러 - (병원) 라운드마다 한 번, 자넷이 병원을 탐색할 때 카드 1장 추가 확인 및 획득 가능.
제니 클라크 - 라운드마다 한 번, 제니가 탐색할 때 카드 3장 추가 확인 가능
a) 하먼과 스파키와 존이 함께 있습니다. 존은 동상/물림 모두를 일반 부상으로 간주합니다.
b) 존이 자넷, 제니와 함께 병원에 있습니다. 존은 저 둘의 능력을 조합하여 탐색 한 번으로 병원에
서 카드 4장을 추가로 확인(총 5장 확인)하고 1장을 추가로 획득(총 2장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1.1.3 '라운드마다 한 번'이라는 조건이 붙은 특수능력이 이미 사용된 뒤에도, 존이 그걸 복제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존이 복제해서 쓰는 특수능력은 별개로 간주합니다. 물론 존도 그 능력을 라운드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4 존이 포레스트 플럼의 특수능력을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피난기지가 아닌 장소에 함께 있다면 가능합니다.

포레스트 플럼 - 당신 차례 시작 시, 포레스트를 게임에서 제거함으로써 사기 1 상승 가능.
1.1.5 존이 버디 데이비스와 함께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존이 버디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부상 토큰 4개가 쌓여야 사망합니다. 하지만 존이나 버디 중 한
명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존에게 부상 토큰 3개가 쌓인 상태라면, 떠난 생존자가 새 장소에 도착
한 순간 존은 사망합니다.

버디 데이비스 - 버디는 부상 토큰 (3개 대신) 4개 이상 있어야 사망.

1.2.0 에드워드 화이트
1.2.1 에드워드의 특수능력을 사용하려면 행동 주사위 몇 개가 필요합니까?
총 2개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의 특수능력은 "공격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격할 때 1개가
필요하고 특수능력을 사용하는 데 또 1개가 필요합니다.
1.2.2 약 아이콘이 그려진 카드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약" 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아드레날린 주사" 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나중에 확장판에서 약 아
이콘이 그려진 새로운 카드가 나오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1.2.3 다른 사람에게 약 아이콘이 그려진 카드를 요청해서 받아 써도 됩니까?
예. 요청 행동에 대해서는 아래 5.0.0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 크로스로드 카드
2.1.0 발동 조건
2.1.1 생존자가 이동하면 발동하는 카드가 뽑혔습니다. 만약 그 생존자가 이동하다가 사망하면 어떻
게 됩니까?
플레이어의 행동 효과가 다 끝난 된 뒤 크로스로드 카드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생존자가 이
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동 행동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크로스로드 카드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2.1.2 "추방되지 않은 생존자"라는 조건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플레이어와 생존자는 "추방되지 않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추방 투표를 거쳐 어떤 플레
이어가 추방된다면, 그 플레이어(그리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생존자들)는 "추방된 상태"로 바뀝니다.
2.1.3 "A(생존자)를 B(장소)에 배치할 수 있을 경우"라는 조건은 무슨 뜻입니까?

B라는 장소에 생존자가 꽉 찼거나 A라는 생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배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2.0 "베브 러셀"
2.2.1 선택지 1을 선택한 경우, "좀비 추가" 소단계에서 베브 러셀 생존자 말도 생존자로 계산합니까?
예. 베브 러셀 말도 포함하여, 그 장소에 있는 생존자 수만큼 좀비를 추가합니다. 좀비가 돌파할 경
우 베브 러셀이 아닌 생존자 중 가장 영향력이 낮은 생존자가 사망합니다. 이때 베브 러셀은 사망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2.3.0 "낡은 인습"
2.3.1 엄지 올림 선택지로 결정된 경우, 이미 위기상황에 투하된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앞면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2.4.0 "부모님 품으로", "말", "북극의 왕"
2.4.1 선택지 1을 선택한 경우, 크로스로드 카드를 생존자 옆에 부착해서 마치 아이템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이템 장착으로 간주합니까?
아니오. 그냥 카드를 부착한 것입니다. 효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아이템을 장착한 것이 아닙니
다. 따라서 비밀목표의 '아이템 장착'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않습니다.

3.0.0 아이템 카드
3.1.0 외부인 카드
3.1.1 비밀목표 달성 기준을 판단할 때, "외부인" 카드도 아이템 카드로 간주합니까?
예.
3.1.2 "외부인" 카드를 탐색해서 획득했다면 즉시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오. 일반적인 아이템 카드와 같습니다. 들고 있다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위기상
황에 투하해도 됩니다.

3.2.0 장착형 카드
3.2.1 생존자 한 명에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몇 개까지입니까?
제한 없습니다. 같은 아이템을 여럿 장착해도 됩니다.

4.0.0 공동목표
4.1.0 공동목표에 필요한 카드를 배치할 때
4.1.1 공동목표에 카드를 배치하는 행위는 어떻게 수행하면 됩니까?

배치할 카드를 공동목표 카드 아래 또는 옆에 놓습니다.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공동목표에서 서
술하는 시점/방식으로 놓아야 합니다. 공동목표에 따로 제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수
만큼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5.0.0 비밀목표
5.1.0 "재건" / "희망"
5.1.1 '전체 게임판'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피난기지와 다른 여섯 장소를 모두 합친 것이 전체 게임판입니다.

5.2.0 "대장" / "사이비 교주" / "연쇄살인마 집단" / "미치광이 과학자" / "집착"
5.1.1 "당신의 그룹 구성원 생존자"라는 조건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룹 구성원"은 "그룹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졸개들을 뜻합니다. 즉, 플레이어 개인 시트 아래쪽
에 배치한 생존자들이 "그룹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그룹 구성원이 단 1명"이라는 목표는 (리더 1명
을 합쳐) 총 2명이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구성원 생존자 2명 이상"이라는 조
건을 충족하려면 (리더 1명을 합쳐) 총 생존자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3.0 "총기 난사"
5.3.1 생존자 단 1명에게 무기 카드를 4장 이상 장착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명에게 4장 이상 장착해도 되고, 4명에게 하나씩 장착해도 됩니다.
장착한 무기 수 총합만 맞으면 됩니다.

6.0.0 행동
6.1.0 좀비 유인
6.1.1 좀비 유인 행동을 할 때, 좀비가 들어올 빈칸이 없는 곳으로 좀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오. 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좀비는 반드시 빈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좀비 유인 행동으로 돌파
또는 바리케이드 파괴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아이템도 동일한 제한을 따릅니다.

6.2.0 요청
6.2.1 생존자 특수능력을 사용할 목적으로 카드를 요청해도 됩니까? (생존자 특수능력에 카드를 쓰면
해당 아이템 카드의 효과를 못 쓰는 것이기 때문)
요청을 통해 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 아이템 효과를 사용해도 되고, 생존자
특수능력 발휘에 사용해도 됩니다.

6.3.0 식사
6.3.1 미사용 행동 주사위가 없는데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리고 미사용 행동 주사위의 결과값이 모두 6일 때도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6.4.0 추방 투표
6.4.1 만약 피난기지가 아닌 장소에 생존자가 꽉 차서 추방된 생존자를 내보낼 공간이 없다면 어떻
게 됩니까?
추방된 플레이어가 다른 장소에 있는 (추방되지 않은) 생존자 1명을 선택해서 피난기지에 놓습니다.
이렇게 복귀하는 건 이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빈칸을 향해 추방된 생존자를 정상
적으로 이동시킵니다. 빈칸이 더 필요하다면 이 행위를 반복합니다.
6.4.2 추방된 플레이어가 요청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는 다른 플레이어의 요청에 응하여 카드를
줄 수 있습니까?
예.
6.4.3 추방된 플레이어도 공동목표에 필요한 카드를 (공동목표 카드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예.
6.4.4 추방된 플레이어가 "식량" 카드를 사용해서 피난기지 식량 창고에 식량 토큰을 추가할 수 있습
니까?
예.
6.4.5 추방된 플레이어도 추방 투표를 개시할 수 있습니까?
예.

7.0.0 피난기지 단계
7.1.0 '식량 소모' 단계 - 굶주림 토큰
7.1.1 굶주림 토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식량 소모' 소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량 창고에 식량 토큰이 충분하다면, 피난기지에 있는 생존자(노약자 포함) 2명당 식량 토큰 1개
씩을 소모합니다(반올림). 그러곤 다음 소단계로 넘어갑니다.
2) 만약 식량 토큰이 불충분하면, 식량 토큰을 그대로 놔두고 굶주림 토큰 1개를 식량 창고에 추가합
니다. 그 뒤 현재 식량 창고에 쌓인 굶주림 토큰 수만큼 사기가 하락합니다. 만약 식량이 모자라지
않았다면 사기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카드에 언급되지 않은 한, 굶주림 토큰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시)
라운드 1
피난기지에 생존자 13명, 식량 토큰 5개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므로 굶주림 토큰 1개를 식량 창고에
놓고 사기가 1 하락합니다. 식량 토큰은 그대로 놔둡니다.

라운드 2
피난기지에 생존자 15명, 식량 토큰 8개입니다. 식량 토큰 8개가 소모되고 다음 소단계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3
피난기지에 생존자 15명, 식량 토큰 2개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므로 굶주림 토큰 1개를 식량 창고에
놓고 사기가 2 하락합니다. 식량 토큰은 그대로 놔둡니다.

7.2.0 좀비 추가
7.2.1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난기지에 좀비 추가
2) 사기 확인
3) 피난기지가 아닌 장소에 좀비 추가 (장소 번호 순서대로)
4) 사기 확인
5) 소음 토큰 처리 (장소 번호 순서대로)
6) 사기 확인
만약 어떤 플레이어의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하면(또는 다른 이유로 사라지면), 그 플레이어는 즉시
손에 든 카드 모두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그러고는 새 생존자 카드를 뽑아 자신의 새 리더로 만듭
니다. 이 과정은 위에 설명된 '좀비 추가' 소단계의 세부단계 중 어디라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추방된 플레이어의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하거나 제거되면, 새로운 생존자 말을 피난기지가 아
닌 장소 중 아무 데나 놓습니다. 좀비가 아직 추가되지 않은 장소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번역 및 편집: 코리아보드게임즈 개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