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드판 - 1개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 4 * 50 = 200그루
각 자원별 초급, 중급, 고급 주사위 4 * 3 * 4 = 48개
각 자원별 자원 타일 4 * 3 = 12개
생산력 토큰 5 * 4 = 20개  
자원별 표시 마커 4 * 4 = 16개
자원 표시 및 주사위 구별용 보드판 4개
동물 마커 4개
동물 카드 10장
극상 카드 10장
역전 카드 10장
협동 카드 10장

Ⅰ. 메인 룰

1. 컴포넌트 

The Rules of the Game
Forest War is an educational board game for four players, which aims to tea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basic principles of ecology and the spirit of coop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game is to plant trees using 
the given resources and to build forests.  



(1) 자원타일과 나무들을 아래 그림과 같이 놓습니다.

2. 초기세팅

(2) 각자 나무 50그루, 주사위 12개(각 자원별 초급, 중급, 고급 주사위)
      생산력 토큰 1개, 자원별 표시 마커 4개, 자원 표시 및 주사위 구별용 
      보드판 1개, 동물 마커 1개를 받습니다. 

(3) 마주보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팀이 되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자신의 턴을 
      진행해 나갑니다.

플레이어 2 플레이어 4

플레이어 1

플레이어 3

Two players make the team, and two teams compete with each other. 



3.게임플레이

(1) 주사위를 굴려서 자원을 얻습니다. 
     자원 타일에 자신의 나무가 있을 경우 그 자원의 주사위는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2) 동물이 있다면 자신의 나무가 심어진 타일로 1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3) 4가지 자원을 1개씩 소모해서 나무 1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턴에 자신의 생산력 토큰 수 까지 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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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can obtain resources - wind, sunlight, water, and soil- to plant trees by rolling dices. Each 
dice can be upgraded by occupying the corresponding resource tiles, which enables players to gain 
more resources each time they throw a dice. 



(4) 한 타일에 나무가 4그루 심어지면 극상이 됩니다. 
      이때 극상을 구성하는 나무의 플레이어들은 생산력 토큰을 하나씩 받고, 
      원하는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생산력 토큰은 최대 5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상 주위 6칸이나 자신의 동물 주위 6칸에만 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타일이 4개가 되면 원하는 극상에 
동물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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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can only plant trees in six spaces around the tiles where they have planted four  
trees, which is called climax community. 

However, when a bird is placed on a tile, players can plant trees in six spaces around  
the tile even though it is not a climax community. 

When players complete the climax community, they can draw cards from either a kind  
of climax community, animal, cooperation, or reversal. 
 



4. 승리조건

자신의 팀이 숲을 2개 완성하면 승리합니다. 

자신의 나무가 속한 극상으로 7칸의 육각형을 만든 것을 숲 1개라고 합니다.

승리로 인정되는 경우

If one team makes hexagon-shaped two forests, which consist of seven tiles with their climax  
community, the team ultimately wins.  



Ⅱ. 서브 룰

1. 동물의 부활
   
   동물이 죽은 경우 자기 턴 종료 시에 모든 자원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극상 중 한 곳에 새로운 동물을 놓을 수 있습니다.

2. 보관 가능 카드
    
    보관 가능 카드는 개인당 1장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자신의 턴이 시작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에 발동 시점이 적힌 경우는 예외)

3. 중앙 타일

    중앙 타일에는 기본 제공된 2그루 이외의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의 효과로 이동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4. 극상이 한 턴에 다수 완성된 경우
   
    나무를 모두 심은 후, 카드를 뽑는 과정을 처리할 극상의 순서를 
    극상을 완성한 사람이 임의로 정합니다. 그 뒤, 극상을 완성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카드를 뽑고 그 카드의 효과를 수행한 뒤, 
    턴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다음 사람이 카드를 뽑습니다. 
    만약에 카드로 인해서 새로운 극상이 또 생겼을 경우 
    그 극상에 대한 처리는 앞의 극상이 모두 처리된 후가 됩니다.

5. 두 팀의 숲 2개가 동시에 완성된 경우

    숲을 완성하게 된 나무를 심은 플레이어가 속한 팀이 승리합니다.



Ⅲ. 카 드

1. 카드의 구성

2. 종류별 특징

(1) 극상

     

     극상의 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원타일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충하고 
     동물을 사용하는 플레이를 막는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상, 동물, 협동, 역전  각 10장씩 총 40장



(2) 동물

     

      동물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여 자원타일의 확보나 상대가 숲을 
      완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침투하여 이득을 얻는 플레이를 위한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협동

     

      자신의 팀원을 돕고자 할 때 사용하는 카드들입니다. 
      자신에게는 거의 이득이 없지만 팀원에게 이득을 줍니다.



(4) 역전

     

      게임의 플레이 도중 불리해진 플레이어를 위해 다른 카드들보다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극상이 가장 적으면” 또는 
      “우리팀의 극상이 더 적으면” 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우 하늘 민수 은비 은경 

1차 플레이 테스트
    후암초등학교 6학년 이동윤 외
2차 플레이 테스트
    후암초등학교 5학년 강서연
    후암초등학교 5학년 박혜원
    후암초등학교 5학년 신이슬
    후암초등학교 5학년 하유빈

1차 밸런스 테스트 도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12 이현승
2차 밸런스 테스트 도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12 황현준
3차 밸런스 테스트 도움
    2015 1학기 게임의 이해 수강생 다수
4차 밸런스 테스트 도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12 김경중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12 김상우

2015 게임의 이해 by 이정엽 교수님 

도움 주신 분들



The Effets of the Game

Forest War is designed with two educational purposes: teaching the basic principles of ecology and the spirit  
of cooperation. First,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components of an ecosystem and ecosystem stability.  
For instance, students can learn some ecological concepts; that ecological community begins with few plants  
and animals before developing through increasing complexity until it becomes stable and self-perpetuating as  
a climax community. Second, students can learn the spirit of cooperation. For example, as two people form  
a team and play a game, students can naturally learn about collaboration by helping the other member with 
cooperation cards, discussing strategies, and completing forests together.  

My Contribution

I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is game by creating rules of the game, tuning a game’s rules to balance  
the game, and carrying out user te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