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 

 저는 게임 마스터예요. 

제가 게임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는 마스터라고 뜨나요??? 

~이른거 좋아,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안안안녕녀녕안녕 

여러분 ~~~~안녕 

다 들어오셨나요호호호ㅎㅎㅎㅎㅎ

네네~ㄴ노노

ㅎㅎㅎㅎㅎㅎ

안안녕사사~~~에요 인

안녕하세요 ㅎㅎ 제 캐릭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되나요? 비버인가 드래곤인가..

여우원숭이래요 오오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안냥 

이 난장판 좋네요

^_^_^_^_^_^_^_^_^_^ 

도레미파솔라시도 

와아아아ㅋㅋ 

~ 

Youngju Kim  suspiciouscloud@gmail.com

13 Sep. 2020 / Seoul, 한예종 융합예술센터 "웹을 활용한 게임 메이킹" 워크숍 기록 중 



 

 

 

~ 

좋습니다 좋아요  
 

~ 

 

서로 구분되게 텍스트 색깔 바꿔도 되나요??? 그냥 하는게 좋을까요? 

 

 

 

 

배경음악을 틀어볼까요? ㅎㅎ 

 

배경음악 

 

이거 링크 클릭해보세요 

배경음악을 다 함께 깔아봅시다 

 

어떠세요 

분위기가 ㅎㅎㅎ 

 

조아여 

와우 분위기 ㅎㅎ  

아니 너무 빠르다오디서 이름을 다들 바꾸십니까? 

 

ㅢㅢㅣ 

ㅋㅋㅋㅋㅋ알수없는 배경음악. 신비롭네요.  

영주쌤 넘 져아여 저두여 



미스테리어스 하네용 

 

와  

아 이분들 ^_^디게 적극적이시다 좋다 

아까는ㄴ 겁내 조용했는데 역시 익명이 좋아요! 샤이걸이라…! 

 

영주킴 

왜 선생ㄴ님은 익명이 아니심 ㅎㅎㅎ  <- 저도 동감 

 

왜냐면 나는 게임마스터니까>>게임을 지배하는 자<< 그렇구나 

 

누가 나를 사칭ㅋㅋ하면 안돼잖아요  

 

ㅎㅎㅎㅎ오옹오옹ㅎ 

와 이런 거 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ㄹㅇㅋ 

 

※ 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 (ㅇ)_(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네네 

네 마스터님 이거 넘 재밌네요 ㅋㅋㅋ  

 

주주주목모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간겁내 정신없네 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근데 1페이지에 있다가 페이지 못따라가면 슬퍼요 

ㅠㅠㅠ 

 

 



제 아이콘은   이거예요 게임마스터 

여러분들도 아이콘을 하나씩 

고르셔야해요 

이모지를 드릴텐데 하나씩 

고르셔서 예썰잘라내기 하세요 

ㅋㅋㅋㅋ 오키??넹 

ㄴ 

이봐요 내말 끊어먹지말고 

ㅋㅋㅋㅋㅋ 

ㅇㅋ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좋아요 아이템을 드리겠슴미다 

언능 주세요 

현기증 나요ㅇㄹㅇㄹ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암ㄹ ㅔ디 

 

준비  

준비?????고고고 

 

넹넹 



 

 

하나씩 가지세요. 복사해놓으세여 

이모지를 
 

 방호
복 

같은 공간에 좀비가 있을 것 같으면 방호복을 사용, 좀비가 지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방호복을 사용한 공간에 머물러야함.  

 
백신 백신을 본인에게 혹은 좀비에게 지목당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구하는 데 사용 가능. 좀비 바이러스에서 치유되지만 다시 지목되면 

걸림.  

 
펜 투표시에 사용하면 펜을 낸 사람들의 의견만 투표 결과에 반영됨.  

 
웜홀 투표 결과 발표 직전까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  

 

 총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 수상한 한 명을 지정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있다.  

 
좀비 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그 공간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감염시킬 수 있다.  

백신 ㅐ내놔요백신 사라짐 





기  기본템이에여?? 

 

본템인가요 

 

 

\ 

 방호
복 

같은 공간에 좀비가 있을 것 같으면 방호복을 사용, 좀비가 지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방호복을 사용한 공간에 머물러야함.  

 

 

백신 백신을 본인에게 혹은 좀비에게 지목당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구하는 데 사용 가능. 좀비 바이러스에서 치유되지만 다시 지목되면 

걸림.  

 펜 투표시에 사용하면 펜을 낸 사람들의 의견만 투표 결과에 반영됨.  

 웜홀 투표 결과 발표 직전까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  

 

 총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 수상한 한 명을 지정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있다.  



 
좀비 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그 공간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감염시킬 수 있다.  

…… 

누가 자꾸 품절시켜요 ㅠㅠㅠㅠ 누가 자꾸 짤라가 

 

좀비 이모지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좀비가 존재합니다.  

 

모든 아이템은 밤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낮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테스트삼아 한 번 해볼까요?  

 

 

백신 아이템을 쓰실 분? 이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밑에 이렇게 타겟이 된 이모지와 함께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좀비<- 당신이지!!! 누구냐 

야 좀비! 나와라! 

좀비 누구냐고  

 

ㅠㅠㅠㅠㅠㅠㅠ 

아이템 닫시주세요 

 자꾸 못가져감 

 

아 잘라가지 말라고 기본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큭크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호
복 

같은 공간에 좀비가 있을 것 같으면 방호복을 사용, 좀비가 지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방호복을 사용한 공간에 머물러야함.  



 백신 백신을 본인에게 혹은 좀비에게 지목당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구하는 데 사용 가능. 좀비 바이러스에서 치유되지만 다시 지목되면 

걸림.  

 펜 투표시에 사용하면 펜을 낸 사람들의 의견만 투표 결과에 반영됨.  

 웜홀 투표 결과 발표 직전까지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  

 

 총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 수상한 한 명을 지정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있다.  

 
좀비 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그 공간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감염시킬 수 있다.  

 

 

기본템 누가 자꾸 잘라가심 ㅠㅠ 

좀비 없어요 좀비 없는게 정상 누군가 가져갔데요 

아 설정이 ㅋㅋㅋ  

그럼 안 가져가고 어떻게 해요? 

 

 

좀비 있어요 여기 누구? 

누군지 찾아야돼요 

좀비템 은 이미 누군가  

아 좀비는 품절 가져갔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백신 아이템을 쓰실 분? 이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밑에 이렇게 타겟이 된 이모지와 함께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남으실 분들은 이곳에서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꾸며주세요!! 

이곳에 좀비가 있을까요? 

 

밤이 되면 아이템을 쓰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아이템을 썼는지 기억해두시면 좋을 지도요…  

 

이곳에 좀비가 없고,  

이 장소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도 좀비가 없다면,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나중에 안전지대로 가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커뮤니티가 가진 규칙이나 협의에 의해 

다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총 인원수를 확인하세요.  

 

좀비들만 특정 공간에 남겨두고 다 같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공지를 누가 페이크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세요. 어떤 공간으로 

가시든 그 공간 안에 좀비가 

없어야 ..ㅋㅋㅋㅋㅋ 미쳐내가  

안전지대 링크를 드립니다.  

 



첫번째 이동이 있겠습니다.  

1. 대형마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

  

 

2. 방송국 https://docs.google.com/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