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법자들무법자들
휘슬 마운틴에 무법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탑을 점거하고 

값진 물품들을 포획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지대와 기계를 빨리 건설하고,

여러분의 일꾼들을 소용돌이에서 구해야 하며, 무법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주) 본 규칙은 게임 진행 중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휘슬 마운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상 및 FAQ를 확인해 주세요.�

http://boardmfactory.com/whistlemountain

무법자 카드 공간

if you place your airship adjacent to an 
outlaw airship or outlaw worker, you 

must pl ace one of your resources here. 
if possible, it must be a r esource the 

outlaws do not alread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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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은신처 플레이어 보드 무법자 카드 36장

6면체 주사위 1개가 필요합니다.

구성품

(비행선 독과 시작 능력 배치 자리를
일부러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뒷면 이미지를
자른 뒤, 슬리브 등을 

사용해서 카드를
만듭니다.)

1인 규칙



준비
당신은 1개의 색깔을 사용하고, 무법자는 다른 색깔 1종류의 구성품을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색깔로 3종류의 비행선을 사용합니다. (이 설명에서의 예시에서 무법자는 
빨간색을, 그리고 제3의 비행선 3개는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구성품을 일반적인 게임 방법대로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색 일꾼을 대기소와 
소용돌이에 기본 방법대로 배치합니다. 빨간색 비행선들을 무법자 은신처 플레이어 보드에 
놓습니다. 

파란색(제3의 색) 비행선 3개를 가지고 와서 게임 보드의 독 3곳에 배치합니다. 배치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비행선은 위쪽의 소형 기계 시장 위칸 독에, 중형 비행선은 지지대 시장의 
맨 위칸 독에, 소형 비행선은 구조 독(보드 오른쪽 맨 아래)에 놓습니다. 이 비행선들을 무법자 
선점 비행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당신의 시작 능력을 선택하고, 다음 무법자의 시작 능력도 선택해 줍니다. 사실 무법자의 
시작 능력은 게임 중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당신의 시작 능력이 ‘복제기’였다면 무법자의 시작 
능력 선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과 무법자의 지지대 초기 배치를 합니다 (지지대 2개가 물에서 시작되어 인접하게). 무법자의 
지지대의 경우 더미 3곳 가운데서 당신이 1곳을 선택해서 맨 위의 지지대를 대신 배치해줍니다.

무법자의 은신처 보드를 게임 보드 주변에 놓습니다. 무법자 카드 공간을 게임 보드 위에 놓되, 맨 
위의 격자 칸 5층을 덮습니다. (가려진 5개의 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법자 카드를 잘 섞은 뒤, 3장을 뽑아 무법자 카드 공간 자리 3곳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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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place your airship adjacent to an 
outlaw airship or outlaw worker, you 
must place one of your resources here. 
if possible, it must be a resource the 

outlaws do not alread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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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을 사용할 경우 

  대형 기계 중 “함정”, 

 “유료 다리”,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법자들

무법자는 일반적인 플레이어처럼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행동은 카드에 의해 정해집니다.

무법자는 수집이나 비행선 배치로 자원을 얻지 않습니다. 아울러 독을 사용하지도 않고, 기계를 
작동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외 지지대나 카드, 기계를 획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법자는 자원을 약탈합니다. 또 보상 타일과 업그레이드 타일을 획득합니다. 이것들은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며, 토큰이나 타일에 표시된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무법자가 건설할 경우, 지으려는 기계나 지지대는 시장에서 곧장 가져옵니다.

무법자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법자 카드 공간이 격자 칸의 맨 위 
5층을 덮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공간이 좁아집니다.

단, 탑 전체는 여전히 꼭대기까지 사용합니다. 탑에 있는 일꾼을 위/아래로 옮기는 능력을 사용할 
경우 격자 칸이 덮여 있는 높이 정도의 탑으로 올라가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료 시 
승점도).

무법자 선점 비행선 3개는 게임 보드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무법자 선점 
비행선이 쫓겨나거나 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비행선들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되 
비어 있는 다음 독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 개의 선점 비행선을 동시에 이동시켜야 할 경우, 
작은 것부터 먼저 이동시킵니다.

시장 채우기 : 기계나 업그레이드 타일 시장의 빈 칸은 해당 시장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다시 
채우지 않습니다.

무법자 약탈 : 무법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의 자원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탈한 
자원에 따라 게임 종료 후 득점합니다.

약탈은 다음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

•	 당신이	당신의	비행선을	무법자의	비행선이나	일꾼에게	면으로	인접하게	놓았을	때.

•	 ‘소형	기계	시장’이나	‘지지대	시장’의	독에	무법자	선점	비행선이	있는데,	당신이	그에	바로 

인접한	독에	당신의	비행선을	놓았을	때.

•	 무법자	선점	비행선들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당신의	비행선이	있는	독을	뛰어	넘었을때.

약탈을 당하면 당신의 자원 중 1개를 무법자의 은신처에 놓습니다. 가능한 무법자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종류의 자원으로 줍니다. 이 약탈은 당신의 행동이나 자원 수집 전에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자원이 없다면 약탈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무시합니다.



무법자의 차례 : 모든 무법자의 차례는 기존 게임과 같은 방식처럼 진행됩니다. 단 무법자는 
구축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차례가 끝나면, 그다음이 무법자의 차례입니다.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무법자 카드 공간 
상단에 표시된 주사위 중 결과에 해당하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는 위에서 아래로 처리합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은 무시합니다. 만약 무법자의 행동을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모든 사항의 
조건이 같다면 당신이 선택합니다. 카드 처리가 끝나면, 새로운 카드를 뽑아서 방금 사용한 카드를 
덮습니다. 만약 무법자 카드 더미의 맨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면 게임은 즉시 끝납니다.

비행선 배치 : 표시된 비행선을 게임 보드 상에서 가장 많은 승점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획득하는 자원/승점을 통틀어 개수가 가장 많은 곳) 기계 위 혹은 

지지대에 인접한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 곳이라면 격자 칸에서 

가능한 높은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해당 자원이나 

승점을 얻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이미 다른 무법자 비행선이 올라간 기계 위에도 

배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금까지 놓여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지대 건설 : 카드에 표시된 형태의 지지대를 지지대 시장의 더미 맨 위에서 

가져와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건설합니다. 최선의 배치를 위해 

지지대를 돌리거나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해당 

승점도 획득합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지지대를 건설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행동은 무시합니다.

무법자 행동 설명



기계 건설 : 카드에 표시된 크기의 기계를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이때 건설 

승점이 가장 높은 기계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면 현재 격자 

칸 위에 배치된 지지대의 자리에 곧장 그 기계를 건설하고 승점을 얻습니다. 

필요하다면 중형 기계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도록 무법자의 일꾼이 

가장 승진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신의 일꾼은 최대한 승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합니다. 만약 건설 보너스에 승점 외의 다른 효과가 있다면 (카드 

뽑기 등) 그 효과 대신 5점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기계를 건설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냥 뽑은 기계를 (승점 획득 

없이) 버립니다.

업그레이드 : 무법자는 가장 승점이 많은 업그레이드 1개를 가져옵니다.
upgrades

무법자 일꾼 이동 : 대기소에 있는 무법자 일꾼 중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일꾼 

하나를 데려와 지지대의 칸 중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대기소에 일꾼이 없다면, 지지대에 이미 있는 무법자 일꾼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일꾼 하나를 선택해 똑같이 합니다.

무법자 일꾼 구조 : 소용돌이에 있는 무법자 일꾼 하나를 데려와 지지대의 칸 중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소용돌이에 무법자 일꾼이 없다면 이 

행동은 무시합니다.

일꾼 승진 : 지지대에 있는 무법자 일꾼 중 가장 높은 데 있는 하나를 

승진시킵니다. 승진으로 간 탑의 층에 보상 타일이 있다면 획득합니다.

탑 오르기 : 가장 높은 층부터 시작해서 탑에 있는 모든 무법자 일꾼을 한 층씩 

위로 이동시킵니다. 도착한 탑의 층에 보상 타일이 있다면 획득합니다.

무법자 선점 비행선 이동 : 소형 비행선부터 시작해서, 게임 보드의 독에 있는 

모든 무법자 선점 비행선을 시계 방향으로 비어 있는 다음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독에 있는 당신의 비행선을 건너뛰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탈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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