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판 룰북

게임 부품

지형 타일 56개 양면 시작 타일 4개 
(갈매기로 표시)

선박 타일 4개
 (한면 채색, 한면 

회색)

클랜 하우스 타일 
32개 (각 플레이어 

당 8개)

발견 토큰 12개

임무카드 12장과 
보상 카드 12장 

(고급 모드)

명성 토큰 45개

알렉시스 카드 3
장과 모험 카드 15

장 (솔로 모드)

항해 타일 1개

보너스 토큰 16개 
(각 플레이어 당 4

개)

목표 카드 12장 
(일반 모드)

태초 이래, 인류는 대륙의 해안에서 조화롭게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적대적인 
동식물과 척박한 환경은 내륙을 향한 어떠한 
탐험도 막아왔습니다. 점차, 클랜은 바다로 눈을 
돌렸고, 자연, 태양, 그리고 바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용감하며 열정적인 탐험가들은 머나 
먼 푸른 해양에서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가득 찬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랜의 군주에 의해 막대한 명성과 
부를 되찾아 오기 위해 보내진 탐험가입니다. 
수많은 섬의 중심에서 천연자원과 고대 문명 

사원을 찾으십시오 :

스몰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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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몰 아일랜드는 최대 4라운드까지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가 시작할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목표 카드 한장을 뽑습니다. 목표 카드에는 각 라운드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표시되어 있으며, 목표 카드를 통해 명성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이 돌아 올 때 마다, 플레이어는 다음의 두 행동 중 
한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지형 타일 하나를 드로우 한 후 배치하기

선박 타일 하나를 드로우 한 후 배치하기

게임이 진행 되는 동안, 지형 타일은 섬의 자원, 사원, 항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선박 타일이 배치된 후, 모든 플레이어는 섬에 하우스를 
배치하고 라운드가 시작할 때 선택했던 목표 카드에 따른 명성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박 타일에서 추가적인 명성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모든 게임이 끝난 순간 가장 높은 명성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게임 설정
1  

각 플레이어는 하나의 색을 고른 후,본인이 선택한 색에 
맞는 4개의 하우스 타일과 4개의 보너스 타일을 가져갑니다.

2  남은 4개의 하우스 타일은 보급 구역에 놓습니다. 보급 
구역은 테이블의 한 구석을 정해 플레이에 쓰이는 구성품을 
놓는 곳입니다.

3  플레이어 중 가장 최근에 실제 섬(예 : 제주도)에 가봤던 
플레이어가 첫번째 라운드의 첫번째 순서가 됩니다. 첫번째 
플레이어는 4개의 시작 타일(갈매기로 표시)을 타일 
배치 규칙에 따라 테이블의 중앙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치합니다 (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  지형 타일을 셔플한 후 타일의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지형 타일 더미를 만들도록 합니다. 지형 타일 더미를 
한줄로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5  지형 타일 더미의 옆에 플레이어의 색깔에 해당하는 선박 
타일의 채색 부분이 위로 오게 하여 놓습니다. 두 명 혹은 
세명의 플레이어와 플레이할 경우, 선박 타일의 옆에 그 외 
남은 선박 타일의 회색 부분이 위로 오게 하여 놓습니다. 
플레이어의 수에 상관 없이, 이 곳에는 항상 4개의 사용 
가능한 선박 타일이 있어야 합니다.

9
 항해 타일을 놓은 후, 지형 타일 더미에서 3개의 지형 
타일을 드로우한 뒤 정면이 위로 오게 뒤집어 놓아 모든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7  발견 토큰을 셔플한 후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명성 
토큰과 함께 한 쪽에 놓습니다.

8  각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게 지형 타일 
더미에서 2개의 지형 타일을 뽑습니다.

9  12개의 목표 카드를 셔플한 후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새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10  각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게 1개의 목표 
카드를 뽑습니다.

2인용 플레이를 위한 설정 예시

고급 모드

9  
12개의 목표 카드 대신 12개의 임무 카드와 12
개의 보상 카드로 플레이 합니다. 임무 카드와 보상 
카드를 각각 섞어 두 개의 더미를 만들고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 뒤집어 놓습니다

.
10  각 플레이어는 1개의 임무 카드와 1개의 보상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게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 일반 모드,
고급 모드

일반 모드를 플레이 할 경우, 파란 테두리 안의 규칙들

은 무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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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플레이를 위한 설정 예시

지형 타일

3개의 천연 자원 :

  
연꽃

  
용과

  
아르카 잎

기타 심볼 :

  
사원

  
항구

  
하우스 심볼

   

갈매기 (시작 타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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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표
당신이 소속된 클랜을 위해 제일 많은 명성 점수를 획득하고 가장 
유명한 탐험가가 되십시오.

게임 플레이
스몰 아일랜드는 최대 4라운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의 라운드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

1. 준비 단계: 새 라운드를 위한 설정.

2. 탐색 단계: 플레이어들이 본인의 턴에 타일(지형 타일 혹은 선박 
타일)을 놓기.

3. 보상 단계: 플레이어들이 섬에 하우스를 배치 한 후 명성 점수를 
획득.

1.  준비 단계
지형 타일 더미에서 6개의 지형 타일을 보지 않은 채 드로우 한 
후,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 채로 항해 타일에 쌓아 항해 더미로 
만듭니다.

그 다음, 각각의 플레이어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도록 2장의 
목표 카드를 드로우 해 3장의 목표 카드를 가집니다. 이어서 :

1  현재 라운드에서 사용할 1장의 목표 카드를 고릅니다.

2 	다음 라운드에서 사용할 1장의 목표 카드를 한 쪽에 
놓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그 위에 하우스를 놓습니다.)

3  나머지 남은 목표 카드 1장을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 
채로 다시 더미에 놓습니다.

목표 카드

한 장의 목표 카드는 임무 (좌측)
와 보상 (우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상 단계에서:

1  좌측의 임무 부분은 섬에 
하우스를 배치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결정합니다.

2  우측의 보상 부분은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에서 얼마나 
많은 보상 점수가 획득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6쪽의 보상 단계의 예시와 10쪽의 카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2. 탐색 단계
첫번째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의 플레이어는 두 가지의 
행동 중 오직 한 가지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 탐색 : 지형 타일을 드로우 한 후 배치합니다.

• 상륙 : 선박 타일을 드로우 한 후 배치합니다. 이 행동은 탐색 
단계를 종료합니다.

고급 모드
각 플레이어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2개의 임무 카드와 2
개의 보상 카드를 드로우해 손 안에 각각 3장의 카드, 모두 6장의 
카드를 가집니다. 

목표는 1장의 임무 카드와 1장의 보상 카드로 이루어집니다. 

각 플레이어는:

1. 현재 라운드에서 사용할 하나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2. 다음 라운드에서 사용할 1장의 임무 카드와 1장의 보상 카드를 
한 쪽에 놓습니다.
3. 남은 2장의 카드를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 채 다시 각각의 
더미에 놓습니다.

주석
플레이어는 항해 타일 위에 있는 6개의 지형 타일을 전부 
소모하기 전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많은 폭풍우가 해안에 몰아칠 때 선원들은 그들의 
발견물을 위대한 대륙에 다시 가져오기 전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때를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좋은 목표를 고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훌륭한 선원은 탐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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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상륙은 오직 항해 더미의 6개의 지형타일들을 
모두 소진했을때만 가능합니다.

• 보급 구역에서 플레이어 자신의 색깔에 맞는 선박 타일을 
가져와 사용하거나 두 명 혹은 세 명의 플레이어와 플레이 할 
경우 회색 선박 타일을 사용합니다.

• 선박 타일을 타일 배치 규칙에 맞게 배치합니다.

만약 선박 타일을 더 가질 수 없거나 배치 할 수 없을 경우, 상륙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오직 탐색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선박 타일을 배치한 후, 탐색 단계는 종료되며 
모든 플레이어는 보상 단계로 이동합니다.

탐색

1. 정면으로 표시된 3개의 지형 타일 중 1개를 
가집니다.

2. 타일 배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는 3개의 지형 타일 중 1
개를 배치합니다.

3. 옵션 : 만약 플레이어 본인이 원한다면, 플레이어는 보너스 
토큰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토큰 배치 규칙을 
참고해 주십시오.)

4. 항해 더미에서 지형 타일 하나를 뽑아 정면으로 표시된 
타일들을 보충하십시오.

항해 더미 .

항해 더미의 지형 타일을 전부 소모했다면 지형 타일 
더미에 있는 지형 타일을 사용해 정면으로 표시된 타일을 
보충하십시오. 이 방식으로 정면으로 표시된 타일은 항상 3
개가 되도록 합니다. 

지형 타일 더미 .

타일 배치 규칙
• 플레이어는 타일을 놓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타일은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다른 타일의 네 변 중 
한 변에 맞닿아야 하며, 변에 맞춰 가지런히 놓아야 합니다.

• 하나의 타일의 지형 삽화는 반드시 알맞은 변과 각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 하나의 섬은 오직 변과 변만이 인접해 맞닿은 몇개의 지형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형 타일은 테이블의 모서리를 넘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는 평평하며, 테이블의 모서리는 
세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보너스 토큰 배치 규칙

플레이어의 턴에서 탐색 행동을 실행 할 경우(오직 탐색 행동만), 
플레이어는 동일한 턴에 하나의 보너스 토큰을 (한 턴에 하나의 
보너스 토큰) 하나의 지형 타일 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토큰은 양면 입니다 :

자원이 표시된 면

• 자원 토큰은 반드시 다른 두 종류의 천연자원 
중 한 종류의 자원 위에 놓아야 합니다.

• 자원 토큰은 다른 자원을 감춥니다.

항구가 표시된 면

• 항구 토큰은 반드시 섬의 해안에 놓아야 합니다.

• 2개 보다 많은 항구가 한 지형 타일 
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1  섬을 확장하기

2 	새로운 섬을 
발견하기

오직 숙련된 선원만이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정확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때를 말이죠...

1 	항구 토큰

2  연꽃 토큰이 
아르카 잎 자원을 
감췄습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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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배치 규칙

중요: 당신은 선택한 임무 조건에 부합하는 오직 한 채의 
하우스만을 하나의 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섬에 다른 색의 하우스를 배치 할 수 있지만, 같은 
색의 하우스는 오직 하나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는 하우스 심볼이 있는 곳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는 최소 2개의 지형 타일로 이루어진 섬에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는 섬이 완성되든 아니든, 혹은 섬 근처에 선박이 있든 
아니든 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플레이어는 동일한 섬에 두번째 하우스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임 중 하나의 섬에서는 오직 
한번만 명성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으므로, 

언제 하우스를 배치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 단계
모든 플레이어는 섬에 하우스를 배치하고 명성 점수를 획득합니다.

선박 타일을 놓은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플레이어들은 
한번씩 보상 단계를 진행합니다.

1. 현재 라운드의 목표 카드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임무와 보상을 밝힙니다.

2. 임무: 선택한 임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섬에 한 개 혹은 보다 
많은 하우스를 하우스 배치 규칙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랫 부분과 10쪽의 카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각각의 플레이어는 하나의 섬에 하나의 하우스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를 배치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3. 보상: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에서 보상에 표기된 명성 점수를 
획득합니다(명성 토큰을 사용해 계산하십시오).

4. 보급 구역에서 하우스를 가져와 최대 4개의 하우스를 
가지십시오.

5. 사용한 목표 카드를 목표 카드 더미에 다시 쌓으십시오.

	

사용한 미션 카드와 보상 카드를 각각의 카드 더미에 
다시 쌓으십시오.

예시

벤와 (빨간색)는 보상단계를 
수행합니다.

1  임무: 최소 1개의 사원과 2
개의 연꽃이 존재.

2 	보상: 각각의 사원과 연꽃에서 명성 
점수 1점을 획득합니다.

섬 A는 임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원 1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와는 앞선 라운드에서 이 섬에 이미 하우스를 
배치했습니다.

섬 B와 섬 C는 임무 조건에 부합하며, 벤와는 두 섬에 각각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했습니다.

벤와는 섬 B에서 1+3=4점을 획득했고, 섬 C에서 3+2=5점을 
획득했습니다.

A

B

C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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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점수
각 플레이어는 본인의 모든 명성 점수를 합산합니다:

• 명성 점수는 게임 도중 획득됩니다.

• + 몇몇의 목표 카드 보상으로 획득한 발견 토큰에는 
명성 점수가 삽화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십시오).

• + 본인의 선박 타일에 인접한 8개의 지형 타일에 항구가 
있다면, 각 항구당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명 혹은 세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회색 선박 타일에서는 어떠한 명성 점수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플레이어가 본인의 선박 
타일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어느 
선박 타일에서 어떠한 점수도 획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명성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우승자가 됩니다.

만약 동점을 기록할 경우, 최종 승리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가장 많은 하우스를 배치한 플레이어.

• 플레이어 본인 배에 맞닿은 8타일에 가장 많은 항구를 가진 
플레이어.

• 마지막으로 타일을(선박 타일 혹은 지형 타일) 배치한 플레이어.

라운드 종료
모든 플레이어가 보상 단계에서 행동을 끝마쳤을 때, 만약 
게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 모든 목표 카드를 셔플하여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 새 
더미를 만듭니다.

임무 카드와 보상 카드를 각각 셔플하여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 2개의 새 더미를 만듭니다.

• 선박 타일을 배치한 플레이어의 시계방향으로 다음에 
앉아있는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의 첫번째 순서 플레이어가 
됩니다. 

• 준비 단계에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의 종료
게임은 아래 세 종류의 조건 아래 종료됩니다.

• 준비 단계에서: 지형 타일 더미에 지형 타일이 6개보다 
부족해서 항해 더미를 만들 수 없을 경우.

• 탐색 단계에서: 한 플레이어의 턴이 시작했을 때, 정면으로 
뒤집을 지형 타일이 더 이상 없으며 선박 타일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플레이어들은 바로 최후 보상 
단계로 이동, 그 플레이어부터 보상을 진행합니다. 

• 보상 단계에서: 모든 선박 타일이 배치 완료 되었을 경우.

예시

게임이 끝났을 때, 각 플레이어의 선박이 다음과 
배치되었다면 :

• 오렐리에(보라색 배)는 8점을 획득합니다.

• 벤와(빨간색 배)는 6점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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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모드
솔로 모드에서, 당신은 가상의 플레이어를 상대하게 됩니다. 
알렉시스는 《스몰 아일랜드》의 게임 디자이너이자 솔로 모드에서 
당신이 상대하게 될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알렉시스는 알렉시스 
본인만의 카드를 가집니다: 알렉시스 카드와 모험 카드. 당신의 
목표는 게임에서 알렉시스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일반 
모드 혹은 고급 모드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은 동일하지만, 게임의 설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게임 설정
기본과 동일한 설정을 하면서 다음의 변화 사항을 따라해 
주십시오 

• 당신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 한 장의 알렉시스 카드를 골라주십시오. 이 카드는 게임의 
난이도와 알렉시스의 성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의: 
알렉시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알렉시스를 
깜짝 놀라게 한다면, 그를 이길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 방금 고른 알렉시스 카드의 내용과 같은 수의 탐색 카드와 
상륙 카드를 무작위로 고르십시오. 이 카드들을 셔플해 
정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 모험 더미를 만듭니다.남은 카드는 
박스 안에 넣습니다.

• 알렉시스가 사용할 색깔을 고르고, 고른 색깔에 대응하는 8
개의 하우스를 알렉시스가 쓰게 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
보라색은 알렉시스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 항해 타일의 옆에 당신의 선박 타일과 세 개의 회색 선박 
타일을 놓습니다.

• 알렉시스는 어떠한 목표, 지형 타일 혹은 보너스 토큰도 
가지지 않습니다.

게임 순서
준비 단계
알렉시스가 아무런 목표 카드를 가지지 않는 점을 제외한 차이는 
없습니다.

탐색 단계
당신의 턴
기본과 동일하게 플레이하며, 탐색이나 상륙 행동을 합니다. 또한 
선박 타일이나 회색 선박 타일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시스의 턴
알렉시스의 턴이 되면, 아래와 같은 행동을 따라주십시오 :

• 모험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해 주십시오. 만약 더미가 모두 
소진되었다면, 카드들을 다시 셔플해 새 더미를 만듭니다. 

• 모험 카드에 표기된 행동을 실행합니다. 이 행동은 탐색 일 
수도, 상륙일 수도 있습니다. 

• 그 다음, 사용한 모험 카드를 버립니다.

알렉시스의 타일 배치 규칙

기본 타일 배치 규칙에 더해, 알렉시스는 모험 카드에 표시된 
위치에 타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이전 턴에서 배치했던 지형 혹은 선박 타일에서 가장 
가까운 곳.

• 당신의 타일로부터 가로 혹은 세로 선 상.

• 모험 카드에 표기된 첫번째 방향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불가능하다면 두번째 방향, 만약 마찬가지로 두번째 방향 
역시 불가능하다면 세번째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 알렉시스는 이미 그의 하우스를 배치한 섬에 지형 타일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건에 맞는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곳일 경우, 플레이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타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카드

1  
난이도 (별 한 개 = 쉬움).

2  모험 더미에 있는 탐색 카드의 수.

3  모험 더미에 있는 상륙 카드의 수.

4  게임이 종료될 때 알렉시스가 최종적으로 
획득할 명성 점수.

예 : 40점 + 알렉시스가 배치한 하우스 당 1점.

모험 카드

1  
카드의 종류 :  
탐색    
혹은 상륙 

2  알렉시스가 할 수 있는 
행동. 예:

• A : 상륙

• B : 탐색

3  알렉시스가 타일을 놓을 수 있는 장소.

4  
알렉시스의 임무. 예: 알렉시스는 반드시 최소한 2개의 
연꽃이 있는 각 섬에 하우스 1개를 배치해야합니다.

140

39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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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 모험 카드에 표기된 곳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3개의 
정면으로 표시된 지형 타일 중 하나를 가집니다.

• 모험 카드의 내용에 따른 장소에 지형 타일을 배치합니다.

• 만약 표기된 대로 지형 타일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알렉시스는 타일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 명성 점수 1점을 획득합니다.

• 만약 정면으로 표시된 지형 타일 중 지정된 위치에 타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최종 보상 단계로 이동하며, 
알렉시스의 턴부터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상륙

상륙 행동은 오직 상륙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알렉시스는 오직 항해 더미의 카드가 전부 소진된 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알렉시스는 B : 탐색을 진행합니다.

• 회색 선박 타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의 선박 
타일이 사용 가능한 마지막 선박 타일이라면, 배의 회색면이 
위로 오게 해 뒤집어 사용합니다!

• 탐험 카드의 내용에 따라 선박 타일을 배치합니다.

• 만약 선박 타일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알렉시스는 
액션 B : 탐색을 진행합니다.

보상 단계
알렉시스가 보상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

• 새 모험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 모험 카드에 쓰여진 임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섬에 하우스 
배치 규칙에 따라 알렉시스의 하우스를 배치합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 만약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는 섬 또는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알렉시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 모든 모험 카드를 셔플해 새 모험 더미를 만드십시오.

게임의 종료
종료 조건은 동일합니다.

알렉시스의 모든 명성 점수를 더합니다:

• 알렉시스가 게임 진행 도중 획득한 명성 점수.

• + 회색 배 타일과 인접한 8개의 지형 타일에 배치된 각 
항구당 1점.

• + 알렉시스 카드에 표시된 명성 점수.

예시

당신의 턴에서, 당신은 지형 타일 A를 배치합니다.

알렉시스의 턴에서, 알렉시스는 A: 탐색을 진행합니다.

알렉시스는 정면으로 표시된 두번째 지형 타일을 가지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는 삽화가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첫번째 방향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방향에서, 알렉시스는 당신의 
타일 옆에 타일을 놓을 수 없지만 한칸 
떨어진 장소에는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타일을 놓을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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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플레이어는 첫번째 자원이 두번째 자원보다 많은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같은 수의 다른 두 종류의 자원이 있는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자원의 수와 다른 두 종류의 자원 중 한 자원의 수가 
같을때,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임무 카드에 표기된 것과 최소한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심볼이 있는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급 모드에서만 적용되는 규칙

예: 어떤 섬에 3개의 연꽃, 2개의 용과와 2개의 
아르카 잎이 있다면 섬에는 같은 수의 용과, 아르카 
잎이 있기 때문에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카드를 예를 들어 (사원 1개와 연꽃 2개): 어떤 섬에 사원 
1개, 연꽃 3개와 용과 1개가 있다면 섬에 최소조건인 사원 1개와 
2개의 연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카드를 예로 들어 (연꽃이 용과보다 많을 경우): 어떤 섬에 
4개의 아르카 잎, 3개의 연꽃과 0개의 용과가 있다면, 섬에는 
연꽃이 용과보다 많기 때문에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카드를 예로 들어 (같은 수의 연꽃과 용과 혹은 같은 
수의 연꽃과 아르카 잎): 섬에는 3개의 연꽃, 3개의 용과와 2개의 
아르카 잎이 있고, 연꽃과 다른 종류이며 같은 수의 자원(용과)이 
있기 때문에, 섬에 하나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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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섬에서, 플레이어는 6점을 
획득합니다.

플레이어가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에서, 플레이어는 
보상 카드의 우측 보상 부분에 표기된 심볼에 따른 명성 점수를 
획득합니다.  

어떤 섬에 위치한 사원의 수만큼 발견 토큰을 남에게 
보이지않게 무작위로 드로우한 후 발견 토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중 발견 토큰 하나를 선택해 가진 후 
플레이어가 본인의 하우스를 배치했으며 사원이 
존재하는 모든 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남은 
토큰들을 보급 구역에 다시 놓고 셔플합니다. 당신의 
발견 토큰이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며, 토큰에 표기된 

점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십시오.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의 한 자원에서 (
연꽃, 용과 혹은 아르카 잎) 플레이어는 섬에 있는 
선택한 자원에서 개당 1점을 획득하며, 추가로 2점을 
획득합니다.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에서 한 자원을 (
연꽃, 용과 혹은 아르카 잎) 고릅니다. 플레이어는 
섬의 선택한 각 자원에서 1점을 획득하며, 추가로 한 
쌍의 항구에서 1점을 획득합니다.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각 섬에서, 플레이어는 
비어있는 하우스 심볼에서 1점, 하우스가 배치된 
하우스 심볼에서도 또한 같은 1점을 획득합니다. 
이때 배치된 하우스는 플레이어 본인의 하우스는 
물론, 상대방의 하우스 역시 구분하지않고 수량을 
같이 합산합니다.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섬에서 섬을 이루고 있는 
지형 타일의 수를 셉니다. 플레이어는 섬의 크기에 
따라 명성 점수를 획득합니다: 타일 3개 = 4점, 타일 
6개 = 6점, 타일 12개 혹은 그 이상 = 10점.

고급 모드에서만 적용되는 규칙

하나의 하우스를 배치한 섬에서 수가 제일 작은 
자원을 고릅니다. 플레이어는 섬에서 수가 제일 
작은 자원에서 개당 2점을 획득하며, 추가로 2점을 
획득합니다.

첫번째 카드를 예로 들어 (1점 / 연꽃 + 2점): 첫번째 섬에 3개의 
연꽃, 두번째 섬에 2개의 연꽃이 있다면, 3 + 2 = 5점과 2 + 2 = 
4점이므로, 플레이어는 총 9점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섬에 단 2개의 용과가 있고 두번째 
섬에 3개의 연꽃, 1개의 용과와 1개의 아르카 잎이 

있다면, 4 + 2 = 6점과 2 + 2 = 4점, 플레이어는 총 10점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섬이 5개의 지형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 두번째 섬이 6개의 지형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섬에서 획득하는 명성 점수는 4점과 6점이므로, 총 10
점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섬에 2개의 사원이 있고 두번째 섬에 3개의 사원이 
있을때, 플레이어는 2개의 토큰을 드로우하고 1개를 가집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다시 3개의 토큰을 드로우해 이 중 1개의 
토큰을 가집니다. 남은 토큰은 다시 보급 구역에 되돌려 놓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떠한 점수가 적혀진  2개의 발견 토큰을 획득했고, 
플레이어는 이 토큰의 총합 점수를 게임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 
추가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섬에 3개의 연꽃과 2개의 용과가 있고, 
두번째 섬에 4개의 아르카 잎과 3개의 연꽃이 있을때, 

플레이어는 첫번째 섬에서 연꽃을 고르고 두번째 섬에서 아르카 
잎을 고릅니다. 플레이어는 3 + 2 = 5점과 4 + 2 = 6점을 획득해 
총 11점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섬에 3개의 연꽃과 2개의 용과 그리고 5
개의 항구가 있을 때, 플레이어는 연꽃을 골라 3점을 획득 

+ 두 쌍의 항구에서 2점을 획득합니다. 그러므로 총 5점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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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게임 상자 속에는 2개의 위대한 탐험가 카드팩이 숨겨져 있으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팩들은 플레이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스몰 아일랜드를 탐험할 수 있게 합니다. 명예를 
위해, 상자를 열고 위대한 탐험가 카드를 얻어 카드의 효과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탐험가가 되어 수많은 
업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일반 모드에서 우승했을 때만, 다음의 하나 혹은 
보다 많은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60점 이상의 명성 점수를 획득.

 선박 타일에서 10점 이상의 명성 점수를 획득.

 2개 이상의 타일로 이루어진 12개 이상의 섬.

 당신이 가진 모든 하우스를 배치.

 당신의 선박이 제일 처음으로 배치되었음.

 4개의 발견 토큰을 획득.

 솔로 모드의 레벨 4.

오직 이상의 목록에서 최소 5개의 업적을 달성했을 때, 당신은 
일반 모드의 위대한 탐험가 카드팩을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designer would like to thank: Céline for making everything possible; Nicholas for 
letting me make the game I wanted but better; Aurélie for the dreamy drawings; Nicolas 
et La Ruelle for making everything fit; Benoit, Joan, Romaric, Sandra and the designers 
of the MALT for their support; Ludo de la Ludo from Pechbonnieu and Roger for their 
good advice; Festival volunteers and organisers for their welcome, the FLIP, the ProtoLab, 
LudiNord, Alchimie and all the others; and of course the players for their enthousiam and 
their kindness.

The publisher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believed in this crazy project. Their 
moral, financial and above all warm support. They allowed a whole archipelago of islands 
to emerge from the blue immensity, brillantly illustrated under a talentuous AD. Also all the 
distributors and the festivals (for their help since the beginning). A special thank you to 
Alain (the all-blue), Alain, Arnaud, Aurélien, Benoit, Didier, Emmanuelle, Étienne, Éric, Fred, 
Ludo, the MALT, Matthieu, KiwiWorld, Roger, Sandra, Yun and… I sadly forget some. The 
last thank you will be for Alexis, for making all this possible and, who gave me his trust, 
but also his friendship and so many hours of his time.

CREDITS
게임 디자인: Alexis Allard
게임 일러스트: Aurélie Guarino
게임 개발: Nicholas Bodart
아트 디렉터: Nicolas Fedon
중국어 번역: The Wood Games

일본어 번역: Billy Hsieh，門田晶

한국어 번역: 金琯中

FAQ
• 지형 타일을 드로우한 후, 만약 플레이어 본인의 타일 3개 중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때(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를 다시 박스에 
되돌려 놓고 지형 타일 더미에서 다른 지형 타일을 드로우합니다. 지형 타일 
더미가 모두 소진되었다면 항해 더미에서 드로우합니다. 만약 항해 더미 
역시 소진되었다면, 남아있는 정면으로 뒤집어진 타일 중에서 드로우합니다.

• 플레이어는 다른 선박 타일의 옆에 선박 타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선박 타일이 반드시 항구에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고급 모드에서 우승했을 때만, 다음의 하나 
혹은 보다 많은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선박 타일에서 12점 이상의 명성 점수를 획득.

 13개 이상의 타일로 이루어진 섬.

 최대 6개의 하우스를 배치.

 당신의 선박을 배치하지 않음.

 보너스 토큰을 배치하지 않음.

 솔로 모드의 레벨6.

 한 섬에 같은 색깔의 2개의 하우스를 배치했음(다른 
라운드에서 지형 타일을 배치한 두 섬이 이어진 경우).

오직 이상의 목록에서 최소 5개의 업적을 했을 때, 당신은 
고급 모드의 위대한 탐험가 카드팩을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

2. 탐색 단계 (지형 타일 배치하기)

1. 준비 단계

3. 보상 단계 (하우스 배치하기)

게임의 종료 (총합 점수 + 선박 타일의 점수)

모든 선박 배치 완료선박이 아직 남아있음

항해 더미의 지형 
타일 6개

지형 타일 1개를 배치하고 
다음플레이어의 턴

선박 타일 1
개를 배치

게임 진행 
불가

목표 고르기

타일이 
부족해짐

혹은

또는

혹은

또는

facebook.com/MushrooMGames
facebook.com/dasholzspiele
facebook.com/bgnations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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