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인

14세 이상

30
분

추가 환자요? 이제 병실 공간이 없어요!
더 많은 방이 필요합니다…체육관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극도로 지친 동료들도 있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위험의 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보드엠 응급 상황 공식 홈페이지
에서 FAQ등의 자료를 만나세요.

boardmfactory.com/wecare

협력 게임
응급 상황 은 전문 의료인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을 테마로 다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그들의 협력에
대한 헌정의 의미입니다. 응급 상황 은 몇 년 전 출시된
병사들의 귀향 의 게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테마에 맞춰 몇 가지 달라진 게임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바꿨습니다.

응급 상황 은 모두가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협력 게임 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중 손에 든
카드의 내용이나 타일을 직접적으로 밝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 앞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상황과 취해야 할 전략을 추리하고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새로이 만들며
병사들의 귀향은 1차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오마주
였습니다. 응급 상황 역시 이런 헌정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헌정의 대상들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 위기
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들을
위해 보건의 위험과 빠듯한 재정 상태와 충분치 않은
지원을 감내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기도는 대부분 환자들, 그리고 환자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게임을, 현재 의료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만들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제작사의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기간 동안 우리는 재정적으로 힘든 의료
종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설령 그
도움이 미미하다 하더라도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드게임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의 하나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0년 지구를 뒤흔든 대유행은 이런 상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독립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방식은 유사하지만, 게임에서 도전하는
과제는 다릅니다.

Fabien Riffaud, Juan Rodríguez
게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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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지원 타일 16개

•
•

응급 카드 54장

• 병상 35장 (부작용 특성별 7장씩):
1개 병상 x3, 2개 병상 x3, 3개 병상 x1

6개
6개

•
•

2개
2개

질병 토큰 4개

• 번아웃 카드 17장
• 좋은 소식! 카드 2장

의국장 스탠디 타일 1개

감염 카드 23장

• 격리 카드 7장
• 증상 카드 6장
• 이상 없음! 카드 10장

응급 상태 /임상 시험 돌입 카드 1장

의료진 카드 6장

보건 유지 / 의료 붕괴 카드 1장

게임 요약 카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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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준비

응급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일해온 의료팀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의료 위기를
이겨내고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진료 상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

의료진 카드 1장을 선택해서 전문 능력 아이콘의 활성화
면이 보이도록 해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비활성화 면은
전문 능력 아이콘이 흑백입니다).
2명이 플레이할 경우에는 13페이지의 규칙을 참고하세요.

한 주일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입원 환자의 수는
의국장이 현재 상황과 가용한 자원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게임 요약 카드 1장과 지원 타일 3개를 받습니다.
지원 타일은

1개와

1개 그리고 무작위로 1개를

받아서 자신의 의료진 카드 옆에 비공개로 놓습니다.

감염과 확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수는 7개뿐입니다.

2~3인 플레이 시에는
타일을 사용

한 주가 끝나면, 팀원들은 그들이 선택한 한 명의
동료를 선택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과중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방역으로 매주 있는 감염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건 유지 덱의 카드들이
소진되기 전에, 응급 상태 덱의 카드들을 모두
소진하면 위기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리면서 게임은 승리합니다.

병원 공간

지원 타일 3개

하지만 참가자들이 실패한다면, 의료 붕괴로 이어져
도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의료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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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카드들을 섞어서 다음 방법에 따라 2개의 덱으로 나눕니다:

•

27장을 뒷면이 보이도록 덱을 만들어서 응급/임상 시험 돌입
카드 위에 놓습니다. 이를 응급 덱이라고 합니다.

•

남은 카드들을 뒷면이 보이도록 덱으로 만들어서 보건 유지/의료

참가자의 공간
각 참가자 앞은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붕괴 카드 위에 놓습니다. 이를 보건 유지 더미라고 합니다.

감염 카드들을 섞어서 덱을 만들어 응급 덱과 보건 유지
더미 사이에 뒷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응급 덱
옆으로 여러 장의 카드가 놓일 수 있도록 병원 공간을 • 감염 카드
준비합니다. 가장 최근에 의사를 만난 참가자가 첫
• (쌓아 놓습니다)
라운드의 의국장이 됩니다.
의국장은 의국장 스탠디
타일을 가져와서 자신의
감염 카드
앞에 놓습니다. 이제 게임이
응급 덱 (27장)
시작됩니다.

• 번아웃 카드
• (늘어 놓습니다)

보건 유지 더미
(27장 빼고 남은 카드)

보건 유지 /
의료 붕괴 카드
응급 /
임상 시험 도입 카드

의국장 참가자는 게임 시작시
의국장 스탠디 타일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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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요약

1주일의 구성

이 게임은 전 지구적 의료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한 라운드는 실제의 1주일을
의미하고, 게임은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1주일은 8단계로 구성되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어
떤 상황이든 승리 혹은 패배 조건이 달성되면 (13페
이지 참조) 게임은 즉시 끝납니다.

한 주가 시작할 때, 참가자들은 각자의 감염 상황을
파악하고, 그 뒤 새로운 의국장이 사용할 응급 카드를
분배합니다.

감염
이 단계는 감염 카드를 1장이라도 가진 참가자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은 가능한 4종류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한 주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를 가질
수 있지만, 번아웃 누적이나 병상 포화를 막기 위해서
휴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의료 작업 중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카드를 받아 뒷면으로
자신의 앞에 놓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받을 때는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의료진 카드 왼쪽에
쌓아서 더미를 만듭니다. 더미의 카드가 많을수록
감염의 위험 가능성도 커집니다.

모든 의료진이 휴식을 선택했거나, 병상 포화가
일어나면 휴식한 참가자들이 선택한 지원 타일을
공개하고 처리합니다. 그 뒤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 동안,
감염 카드 더미가 있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염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 1장을 공개합니다.

게임은 임상 시험 돌입 카드가 공개되어 승리할
때까지, 아니면 의료 붕괴 카드가 공개되어 패배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카드를 공개한 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해당 효과를 적용한 뒤 그 카드를 버립니다.
버리는 감염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한 뒤, 감염
카드덱 맨 아래에 넣습니다.

6

격리

감염 카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감염 단계 때, 격리 카드가 공개되었다면, 그
참가자의 의료진은 방역 조처로 1주일 동안
격리됩니다. 2명 이상의 참가자가 같은 주에 격리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격리 카드를 공개한 참가자는 질병
토큰을 받고, 공개된 격리 카드는 병원 공간에 놓습니다.

이상 없음!
해당 의료진은 감염되지 않았고 이번
주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카드는 효과 적용 없이 버려집니다

증상

격리된 동안에는 :

해당 의료진에게 예기치 않은 증상이

• 병원의 병상 한도가 격리된 의료진 1명당 2개씩 줄어듭니다

나타났습니다. 카드의 효과를 적용한

(10페이지의 ‘병상 포화’ 참조).

뒤 버립니다.

• 격리된 참가자의 남은 감염 카드들은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격리

채로) 버려집니다.

해당 의료진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 격리된 참가자는:

나타났기 때문에 즉시 격리 상태가

이번 1주일 동안 말도 할 수 없고, 게임 토론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국장도 될 수 없습니다.

됩니다 (오른쪽의 ‘격리’ 설명을 읽고
절차대로 합니다).

입원 단계 때 (8페이지 참조)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리 전부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고열!

번아웃 카드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행동 단계 때

어떤 참가자가 감염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감염 카드가
5장 이상이라면, 맨 위의 1장이 아닌 모든 카드를
공개합니다. 카드를 1장씩 공개하면서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신의 번아웃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9페이지 참조).
다른 이에게 지원 타일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
타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원 참조).

이때 격리 카드가 나오면, 해당 참가자는 격리상태가 되고
(오른쪽의 격리 설명 참조) 다른 남은 카드는 효과 적용
없이 모두 버려집니다.

한 주일이 끝날 때, 격리된 참가자의 손에 있던 카드들도
전염 계산 때 (12페이지 참조) 포함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지난주에 격리되었던 참가자의 질병 토큰은
버리고, 병원 공간에 있던 격리 카드도 모두 버립니다.

만약 해당 참가자가 공개한 카드 중 격리 카드가 1장도
없었다면, 그 참가자는 정상적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게임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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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장 임명
매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의국장 스탠디 타일을 시계
방향으로 다음 참가자에게 넘깁니다. 이때 격리된
참가자는 의국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차례가
격리되었다면, 그다음 시계 방향으로 앉은 이가

게임 시작 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가장 최근에 의사를 본 참가자가
자동으로 의국장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의국장이 됩니다.

입원
입원 단계에서는 모든 참가자에게 분배될 응급
카드의 장수가 결정되고 이 카드들은 각자의 손에
더해집니다. 입원 단계 때 새로 가질 카드 장수는
의국장이 결정하지만, 이때 다른 이들과 상의를
해도 됩니다.

분배하는 카드는 응급 덱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 순서로 한
번에 1장씩 나눠줍니다. 분배는
의국장의 왼쪽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이번에 받은 카드 장수, 혹은 손에
갖게 된 카드 장수의 총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분배된 카드는
손으로 가져올 때까지는 그 내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중요: 첫 번째 주에는 참가자 수에 관계없이 총
12장의 카드를 분배합니다. 만약 5명이 플레이할
경우, 2명은 다른 3명보다 카드를 1장씩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응급 덱이 다 떨어졌다면,
즉시 분배를 멈춥니다.

이후 이어지는 주에서 입원 시 분배하는 카드는
최소 4장입니다. 의국장의 선택에 따라서 4장보다
더 많은 카드를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격리된 참가자는 입원 단계를 건너뜁니다. 따라서
어떤 카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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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행동
근무 중인 참가자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식했거나 격리된 참가자는 근무 중이 아니므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카드 1장 내려놓기

검사

손에 있는 카드 중 1장을 내려 놓습니다. 카드에는 3가지

이 행동은 의국장만 할 수 있고, 1주일에 한 번만 사용할

종류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의국장은 (자신을 포함) 근무 중인 의료진

병상

중 아무나 1명의 감염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 1장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는 보지 않고 버리며, 의국장

이 카드는 병원 공간에 놓습니다. 이때 부작용 아이콘
이 있다면 그 효과도 적용합니다 (10페이지 참조).

스탠디 타일을 눕혀서 이번 주에는 검사 행동을 이미
했음을 표시합니다.

번아웃

이 카드는 의료진 카드 오른쪽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
습니다. 설명된 효과는 해당 참가자가 근무 중인 동안
발동됩니다. 번아웃 카드는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11페이지 참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몇 주간
계속 해당 참가자의 앞에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

좋은 소식!

해당 카드의 효과를 적용한 뒤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

전문 능력 사용
참가자들은 병원 공간에 있는 병상 카드 중 부작용 아이콘이
있는 카드(10페이지 참조)를 대응되는 자신의 전문 능력으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의료진 카드를 뒤집어서 전문 능력
아이콘이 흑백으로 보이게 해서 자신의 전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성공적인 지원을 받기 (11페이지 참
조) 전까지는 해당 전문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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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참가자는 자신이 가진 지원 타일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타일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의료진 카드 앞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휴식을 한
참가자는 이번 주에는 더 이상 게임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휴식을 한 참가자의 번아웃 카드도 이번 주 동안에는 그
효과가 무시됩니다.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휴식하거
나, 병상 포화(10페이지 참조)
가 일어날 때까지 게임을 진행
합니다.

부작용들

병상 포화

병상 카드에는 부작용 아이콘이 있습니다 (카드의
왼쪽 위). 이 부작용들의 효과는 해당 카드가 병원
공간에 놓이자마자 적용 합니다.
감염

병원 공간에 수용 가능한 병상의 개수는 모두 7
개입니다. 만약 병원 공간의 병상이 8개 이상이 된다면
그 즉시 병상 포화가 일어납니다! 참가자들은 즉시
행동을 멈추고 지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격리 등으로
인해 수용 가능한 병상 개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뀐 수용 가능 병상의 수를 초과하면 병상
포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차 감염

병상 포화 후 일어나는 지원 단계에서는 병상 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놓인 지원 타일만 따집니다. 병상
포화 전에 휴식을 한 참가자가 아무도 없다면 누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카드를 놓은 참가자는 감염 카드 1장을
중앙의 감염 카드 덱에서 가져와 자신의
감염 카드 더미 (의료진 카드 왼쪽) 맨 위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이때 카드의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위의 감염과 동일하지만, 덱에서 감염 카드
2장을 가져와서 놓습니다.

추가로, 참가자들은 이번 주의 응급 상황을 언젠가
다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12 페이지의 퇴원 참조).

합병증
이 카드를 놓은 참가자는 응급 덱 맨 위의
카드 1장을 뽑아서 병원 공간에 공개로
놓습니다 (응급 덱에 카드가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써 뽑은 응급
카드에도 부작용 아이콘이 있다면, 이
아이콘은 무시합니다.
합병증과 감염
합병증과 감염 효과를 한 번씩
적용합니다.
부작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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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역

휴식을 한 참가자들이 선택한 지원 타일들을 공개한 뒤,
지원 타일에 표시된 방향에 따라 대상 참가자에게 해당
타일을 건네줍니다. 만약 어떤 1명이 이번에 받은 타일의
개수가 다른 참가자들보다 많다면 지원은 성공한 것이고
그 1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다로 받은 참가자가 동률일
경우, 누구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원 성공 여부, 자신이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타일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방역 수치는 병원 공간에 있는 카드들에 보이는
의 개수입니다 (반 내림).

=½

완전한 아이콘 1개마다,
응급 덱 맨 위의 카드 1장을 보건 유지 더미
맨 위로 옮깁니다.

화살표 1개짜리 지원 타일은 방향에 따라
자신의 바로 옆에 앉은 참가자에게 건넵니다.
화살표 2개짜리 지원 타일은 방향에 따라
자신에게서 한 칸 건너 앉은
참가자에게 건넵니다.

기억하세요 : 임상 시험 돌입 카드가 완전히 보인
다면 응급 덱이 다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역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4~5인 플레이 시에만 사용합니다!)

성공적인 지원
지원받은 참가자는 다음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의료진 카드 오른쪽에 있는 번아웃 카드를 전부
버립니다.

혹은

•

자신의 의료진 카드 왼쪽에 있는 감염 카드를 전부
버립니다.

추가로, 이번 주에 병상 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는 참가자는 자신의 의료진 카드를 전문
능력을 활성화 상태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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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

퇴원
퇴원 단계는 그 주의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진행을 합
니다.

전염은 보건 유지 더미에서 응급 덱으로 옮겨지는 카
드의 장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의
료 붕괴 카드가 완전히 보인다면, 게임은 그 즉시 패배
로 끝납니다 (13페이지 참조).

병상 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병상의 환자들은 모두 치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
니다! 병원 공간에 있는 모든 카드를 게임 상자 안으
로 되돌립니다. 이 카드들은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
지 않습니다!

전염 수치를 결정하려면, 참가자들의 손에 있는 카드
의 장수를 셉니다. 참가자들의 손에 있는 카드의 총 장
수가 이번 전염 때 옮겨야 할 카드 수입니다.
전염때 옮기는 최소 카드 장수는 3장, 최대 장수는 6
장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이 가진 카드 장수의 합이 3장 보다 적
다면 3장을 옮기고, 6장보다 많다면 6장을 옮깁니다.

새로운 주

병상 포화가 일어났다면 : 상황 악화

승리 혹은 패배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13페이지 참
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1단계:감염부터 다
시 시작합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 공간에 있는 모든 카드
를 응급 덱에 있는 카드들과 섞습니다. 이 카드들은 이
후에 참가자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12

승리/패배 조건

2인 플레이
2인 게임에서는 가상의 의료진 1명-수련의가 세번째
참가자로 함께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규칙은 동일하지만, 다음의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승리
만약 응급 덱이 다 떨어져서 임상 시험 돌입 카드가
완전히 보이고, 아울러 모든 참가자들의 손에
카드가 1장도 없다면 참가자들은 승리합니다.

•

두 조건이 만족하면 그 즉시 승리로 게임은
끝납니다. 두 조건 모두가 만족해야 승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상 시험 돌입 카드가
보인다는 것은 백신 개발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뜻이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남아 있기에
참가자들의 손에 카드가 1장도 없어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
•

수련의가 받은 응급 카드는 테이블 위에 공개로
펼쳐 놓습니다.
의국장이 수련의가 선택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수련의는 지원 타일을 언제나 무작위로 선택
합니다!

연속 게임
게임의 난이도를 점차로 높이며 연속으로 게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패배

•

다음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즉시, 참가자들
은 모두 패배합니다:

• 보건 유지 더미가 떨어져서 의료 붕괴 카드가

•

완전히 보일 경우.

• 지원 단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참가자의 앞에
번아웃 카드가 4장 이상이 있을 경우.

게임을 이기면, 다음 게임 시작 전에 감염 카드 더
미에서 ‘이상 없음!’ 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게임에서 지면, 다음 게임 시
작 전에 감염 카드 더미에 ‘이상
없음!’ 카드 1장을 추가합니다.

‘이상 없음!’ 카드가 1장도 없는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때까
지 화이팅입니다!

• 지원 단계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의 손에 있는
카드의 총합이 10장보다 많을 경우.

• 모든 참가자들이 격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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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의료진 - 드리스
드리스의 전문 능력은 병원 공간에 있는 아무 병상 카드
1장을 부작용 아이콘과 무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드리스를 사용하면 게임의 난이도가 다소 쉬워집니다.
드리스는 게임을 처음 익힐 때, 혹은 참가자 중에 처음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합니
다. 초보자들의 실수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
어떤 참가자가 손에 카드가 1장도 없다면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번아웃 카드들의 효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참가자의 앞에 놓인 번아웃 카드 중 상충하는
효과가 있다면, 먼저 놓인 번아웃 카드의 효과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번아웃 카드는 받은 순서가
보이도록 일렬로 놓습니다).
다른 참가자 간의 번아웃 카드들 중 상충하는 효과가
있다면, 현재 차례인 참가자의 효과를 우선합니다.
참가자들의 손에 있는 카드는 언제나 비공개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각자의 손에 있는 카드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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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의 효과로 인해서 한 참가자가 번아웃
카드를 받은 뒤 공개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무책임함’ 카드) 새로운 번아웃 카드의 효과는 (현재
단계 중에도)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지원 타일이 없는 참가자도 휴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카드가 공개되면, 해당 참가자는 남은 감염
카드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버립니다.
응급 덱이 떨어진 뒤에는, 응급 덱에서 카드를
뽑아야 하는 모든 효과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 단계).

감사의 인사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귀향에 호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응급 상황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지지해준 David
Preti의 추진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해준
Riffaud와 Rodríguez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플레이 테스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ubrik, Ludo Ergo Sum, Arkham
Studio, MDJT, Ludendrome (Olivier),
Antoine, Benoit,Richard, Aurélie,
Andrea Chiarvesio, Max Duarte,
Helena Dutt-Ross, Francesco
Rugerfred, Alexio Schneeberger,
Michael Shin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모든 분들도.
마지막으로 게임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작업울 해준 Etienne le Roux
와 Benjamin Treilhou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크레디트

Fabien Riffaud & Juan Rodríguez
Étienne Le Roux
Benjamin Treilhou & Juan Rodríguez
Benjamin Treilhou
Isadora Leite (lead), Thiago Aranha, Marcela
Fabreti, Raquel Fukuda, Guilherme Goulart, Holly Loke,
Rebecca Ho, Aaron Lurie, Shafiq Rizwan, & Kenneth Tan
검수
Jason Koepp
출판
David Preti
게임 디자인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레이아웃
제작

한글판 제작

보드엠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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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행 요약

감염
의국장 임명
입원

5장 이상
( =고열 )

최소 4장 이상
(첫번째 주에는 12장)

카드 1장 내려놓기
전문 능력 사용
검사 (의국장만 가능)
휴식

참가자
행동
모두의 손에
카드가 없으면 승리

병상 포화 (병원구역 =

모두가 휴식하면

병상 최대 7개)

지원
혹은

모두의 손에
카드 10+

혹은

방역
퇴원
전염

/
( 최대 6장 )
최소 3장,

모든
참가자

= 패배

상황 악화
= 패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