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세� 이상 �2�~�4명� 이상 약� �4�5분

안녕하셨습니까�,
전하

전하의� 친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음양의� 
최고의� 상징을� 증정하고자� 왔습니다�.

슉�!

오랜만에� 뵈옵니다�,
전하

전하�,� 이� 괴물을
어떻게� 하라고
주는� 것일까요�.�.�.�?

이�,� 이것은�.�.�.
이것은�.�.�.�.�.
참� 좋은� 선물
이구나�.�.�.�.
그�,� 그�.�.�.

자이언트� 팬더라� 하옵니다�.
이� 동물은� 평화적이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며�,� 
저희� 나라가� 친선을� 다지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돌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동물입니다�.

저의� 보좌관을� 통해� 키우는� 방법이나� 먹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가� 주식으로� 하는� 대나무는
물을� 잘� 공급받아� 하루에� 한� 치
정도� 성장하는� 싱싱한� 것이여야
합니다�.

내� 직업은� 전하의� 직속� 정원사인데�,� 어째서
팬더를� 위해� 대나무� 따위를�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는거지�.�.�.�.

무슨일이냐�!�!

우적

우적

우적
우적

이� 녀석�,� 내가� 심은지� 얼마� 안된� 대나무를
먹으면� 안된단� 말이다�!

이리와�!

이리와� 이녀석�!

주� �:� 만화의� 의미에� 맞게� 의역을� 사용했습니다�.� 

번역� �:� 뱅뱅뱅



옛날� 일본� 황제의� 황궁에서�.�.�.
긴� 세월에� 걸쳐� 계속� 분쟁의� 역사를� 보냈던�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 관계가� 마침내� 호전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의� 황제는� 일본� 황제에게� 평화의� 상징인� 성스러운� 동물을� 보냈습니다�.
일본� 황제는� 죽림을� 만들고� 그� 동물을� 돌보는� 어려운� 일을� 황궁� 관리�(플레이어들�)들에게� 위임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토지를� 관리하고�,� 황궁� 정원사의� 도움을� 받아� �3� 종류의� 대나무�(녹색�,� 노랑�,� 핑크�)� 중� 하나를� 기릅니다�.
부드럽고� 싱싱한� 대나무에� 굶주린� 신성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대나무를� 재배하고� 까다로운� 팬더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토지의� 일각을� 잘� 관리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승리합니다�.가장� 많은� 대나무를� 재배하고� 까다로운� 팬더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토지의� 일각을� 잘� 관리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승리합니다�.

�-� 구획� 타일� �2�8개
�-� 녹색� 대나무� 마디� �3�6개
�-� 노란색� 대나무� 마디� �3�0개
�-� 핑크� 대나무� 마디� �2�4개
�-� 관개용� 수로� �2�0개
�-� 진보� �9개
�-� �"목표�"카드� �4�6장�-� �"목표�"카드� �4�6장
�-� 개별� 보드� �4장
�-� 액션� 칩� �8개
�-� 날씨� 주사위� �1개
�-� 팬더� �1마리
�-� 정원사� �1명
�-� 룰북� �1개

일본어� 시간

�T�a�k�e�n�o�k�o� 는� 문자� 그대로� 
�[대나무�]의� �[아이�]를� 의미하며�,� 
그� �2개의� 단어를� 일반적인� 일본어의
조사� �[의�]로� 연결합니다�.

내용물
�-� 구획� 타일� �2�8개
�-� 녹색� 대나무� 마디� �3�6개
�-� 노란색� 대나무� 마디� �3�0개
�-� 핑크� 대나무� 마디� �2�4개
�-� 관개용� 수로� �2�0개
�-� 진보� �9개
�-� �"목표�"카드� �4�6장

�T�a�k�e�n�o�k�o에서는�,
각자� 토지를� 경작하고… 물을� 대고� �.�.�.

황궁� 정원사인� 나의� 도움을� 빌려� 아름다운� 
대나무를� 자라나게� 한다�.

날씨에� 좌우되기도� 하고 별나게� 큰� 동물에게� 방해도� 받고�.�.

그렇게� 꾸준히� 일하여� 
황제에게� 포상을� 받는거지�.

이야기



게임의� 요소 준비
특별한� �"연못� 타일�"� �(�1�)을�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정원사� �(�2�)와� 팬더� �(�3�)피겨를� 
이� 구획� 타일� 위에� 놓습니다�.� 나머지� 구획� 타일� �(�4�)을� 섞어� 뒷면이� 위로� 오게� 하여
덱을� 만듭니다�.� 관개용� 수로� �(�5�)와� 진보� �(종류별로� 구분�)� �(�6�)를� 그� 옆에� 둡니다�.
�"황제�"카드� �(�7�)를� 두고� 나머지� 카드를� 카테고리�(구획�,� 정원사�,� 팬더�)� �(�8�)별로� 구분
하여� 각각� 셔플하고� 뒷면� 방향이� 위로오게� �3개의� 덱을� 만듭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개인� 보드� �(�9�)�,� 액션� 칩� �2개� �(�1�0�)�,� 각� 카테고리에서� �1장의
카드� 카드� �(�1�1�)� �(각� 플레이어는� 그것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게합니다�)를� 받습
니다�.� 

가장� 키가� 큰�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요소와� 그� 기능을� 충분히�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기르기� 위한� 토지의� 일부
입니다�.� 녹색�,� 노란색�,� 핑크색의
�3가지� 색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특수한� �[연못�]� 타일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진보는� 대나무의� 육성을� 촉진
합니다�.� 어떤� 구획은� 처음부터
진보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진보� 효과가� 있습니다�.

정원사는� 대나무를� 감시하고�,
경작한� 대나무가� 제대로� 자라
도록� 책임을� 가집니다�.

이� 자이언트� 팬더는� 대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며� 싱싱한
대나무를� 게걸스럽게� 먹습니다�.

진보

목표� 카드� 날씨� 주사위 황제

정원사 팬더

황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플레이
어는� 세� 가지� 범주의� 목표� 카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하여� 승점을� 얻습
니다�.

날씨� 주사위에� 의해� 결정된� 날씨
조건은� 대나무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황제가� 대나무� 숲을
방문하고�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구획에� 매칭되는� 녹색�,� 노란색�,
핑크색으로� �3종류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구획� 타일 대나무

대나무는� 물을� 필요로합니다�.
플레이어는� 관개용� 수로를� 사용
하여� 구획에� 물을� 공급합니다�.

관개용� 수로



게임의� 진행

�1�)� 날씨� 조건의� 결정

�2�)� 액션� 실행과� 목표� 달성

기후는� �2번째� 라운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라운드는� 이� 순서를�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날씨� 주사위를� 던져�,� 나온� 기상� 조건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햇빛이� 대나무숲에� 쏟아집니다�.

플레이어는� 추가의� 액션을� 얻습
니다�.� 추가� 액션은� 기본� �2개의
액션과� 다른� 것이여야� 합니다�.

좋은� 비가� 어린� 대나무에� 영양을� 
줍니다�.

플레이어는� 물이� 공급되는� 구획
에� 대나무� 마디를� �1개� 둘� 수� 있
습니다�.� �1개의� 구획에는� 최대� 
�4까지� 둘�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대나무숲에
불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동일한� 액션을� �2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른� �2개의
액션� 대신에�)�.� 이것은� 선택사항
입니다�.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려퍼지고�,
번개가� 팬더를� 놀라게� 합니다�.

플레이어는� 원하는� 구획에� 팬더
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장
이인� 팬더는� 대나무� 마디를� �1개
먹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어둡게하지만
염려말고� 작업을� 합니다�.

공급처로부터� 이용� 가능한� 진보� 칩
을� �1개� 선택합니다�.� 그것을� 즉시� 
�1개의� 구획에� 두거나�,� 자신의� 개인
보드에� 보관합니다�(�8� 페이지를� 참조�)�.
이용� 가능한� 진보� 칩이� 없으면�,� 플레
이어는� 임의의� 날씨를� 선택해� 실행합
니다�(쾌청�,� 비�,� 바람�,� 폭풍우�)�.니다�(쾌청�,� 비�,� 바람�,� 폭풍우�)�.

�"�?�"이� 나오면� 플레이어는� 좋아
하는� 날씨를� 선택합니다
� �:� 쾌청�,� 비�,� 바람�,� 폭풍우�,� 흐림�.

쾌청 비 바람 폭풍우 흐림

플레이어는� �5가지� 중에서� �2가지의� 액션을� 선택합니다�.
주의� �:이� 액션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액션을� 선택하였으면� 플레이어는� �2개의� 액션� 칩을� 자신의� 개인� 보드의� 적절한� 공간에� 각각� 놓습니다�.
이� 액션이� 해결되는� 순서는� 플레이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날씨� 주사위를� 자신의� 왼쪽� 플레이어에� 넘깁니다�.
�5가지� 액션은�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플레이어는� 구획� 타일을� �3개� 뽑고
�1개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는� 공급처에서� 관개용� 수로
를� �1개� 받습니다�.� 그것을� 즉시� 사용
해도� 되고�,� 다음� 라운드에� 사용하여
도� 됩니다�.

플레이어는� 한� 방향으로� 정원사를� 
이동시킵니다�.� 그가� 이동을� 종료한
귀획과�,� 그� 구획과� 인접한� 같은� 색깔
의� 구획에� 대나무� 마디를� 하나� 성장
시킵니다�.� 단�,� 마디는� 물이� 공급되는
구획에서만� 성장합니다�.

플레이어는� 한� 방향으로� 팬더를� 움직
입니다�.� 팬더는� 이동을� 종료한� 구획의
대나무� 마디를� �1개� 먹습니다�.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를� �1장� 드로우
하여� 손으로� 가져� 갑니다�.
�(카테고리는� 플레이어가� 정합니다�.�)

목표팬더정원사관개용� 수로구획

턴� 순서는� 시계� 방향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플레이어는� 두� 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1�)� 날씨� 조건의� 결정
�2�)� 액션� 실행과� 목표� 달성



구획
플레이어는� �3개의� 구획� 타일을� 뽑아�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2개는� 뒷면을� 위로하여� 임의의� 순서대로� 구획
덱위로� 되돌립니다�.
그런� 다음� 선택한� 귀획� 타일을�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규칙에� 따라� 배치합니다�.

� � �-� 그� 구획이� 특별한� �"연못� 타일�"에� 인접한다�.
� � �-� 그� 구획이� 이미� 놓여져� 있는� 두� 개의� 구획에� 인접� � �-� 그� 구획이� 이미� 놓여져� 있는� 두� 개의� 구획에� 인접
� � � � 한다�.

각� 구획은� 같은� 색상� 대나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주의� �:� 특별한� 연못� 타일� 옆의� 구획� 또는� 수역�(진보의
하나�)을� 가진� 구획은�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고� 대나무
마디가� 즉시� 하나� 추가됩니다�(� �"물의� 공급�"참조�)�.
일부� 구획은� 처음부터� 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7페이
지� 참조�)�.지� 참조�)�.

관개용� 수로 정원사
플레이어는� 한� 방향으로� 정원사를� 이동시킵니다�.� 정원사는� 구획
으로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구획� 사이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사가� 이동을� 종료한� 구획과�,� 그� 구획
에� 인접한� 같은� 색깔의� 구획의� 대나무� 마디를� 하나� 성장시킵니다�.
만약� 구획의� 대나무� 마디� 높이가� �4칸이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
니다�.� 대나무� 마디� �4개가� 최대� 크기입니다�.
주의� �:� 정원사가� 도착한� 구획� 및� 그� 인접� 구획의� 대나무� 마디는주의� �:� 정원사가� 도착한� 구획� 및� 그� 인접� 구획의� 대나무� 마디는
� � � � � � � �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공급처에서� 관개용� 수로를� �1개� 받습니다�.
관개용� 수로는� 바로� 사용해도� 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라운드에�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차례를� 진행중인� 플레이어가� 자신의� 보관� 장소에� 관개용� 수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턴�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액션
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개용� 수로는� �2개의� 구획� 경계에� 놓고� 항상� 특별한� �"연못� 타일�"모서리에서부터� 
시작점을� 만듭니다�.시작점을� 만듭니다�.
특별한� �"연못� 타일�"의� 옆� 면에는� 관개용� 수로를� 둘� 수� 없습니다�.
구획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 � � �1�)� 특별한� �"연못� 타일�"에� 인접하고� 있다면� 물은�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 � � �2�)� �6개의� 가장자리� 중� 하나� 이상에� 관개용� 수로를� 가지고� 있다�.
� � � �3�)� 수역� 진보를� 가지고� 있다�.
구획에� 처음� 물이� 공급될� 때� 같은� 색상의� 대나무� 마디가� 하나� 추가됩니다�.
물의� 공급으로� 구획에� 대나무� 마디가� 추가되는� 것은� 한� 번뿐� 입니다�.물의� 공급으로� 구획에� 대나무� 마디가� 추가되는� 것은� 한� 번뿐� 입니다�.
하나의� 관개용� 수로가� 동시에� �2개의� 구획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 하나씩
대나무� 마디가� 추가됩니다�.

물이� 공급된다�. 물이� 공급된다�.

물이� 공급된다�.

물이� 공급된다�. 물이� 공급된다�.

� � � � � � �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근처에� �1개의
구획만� 있다�.

근처에� �1개의
구획만� 있다�.

근처에� �1개의
구획만� 있다�.

근처에� �1개의
구획만� 있다�.

연못에� 인접

연못에� 인접

연못에� 인접 연못에� 인접

근처에� �2개의
구획이� 있다

초록색은� 둘� 수� 있는� 장소�.
빨강색은� 둘� 수� 없는� 장소�.

관개용� 수로를� �1개
추가한다

새롭게� 물이� 공
급된� 구획의� 대
나무� 마디를� 성
장시킨다

정원사를� 이동한다

도착한� 구획� 및� 인접하는� 
같은� 색� 구획의� 대나무� 
마디를� 성장시킨다

인접하지
� 않는다

물이� 공급
되지� 않는다�.

중요�!�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개인� 보드상에� 자원을� 가지
지만�,� 대나무� 숲의� 모든� 자원�(구획�,� 관개용� 수로�,� 진보�,� 
대나무� 마디�)은� 전� 플레이어의� 공유지입니다�.



팬더
플레이어는� 한� 방향으로� 팬더를� 이동시킵니다�.� 팬더는� 구획으로만
이동� 하고�,� 구획� 사이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
니다�.� 팬더는� 자신이� 이동을� 종료한� 구획의� 대나무� 마디를� 하나� 
먹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대나무� 마디를� 자신의� 개인� 보드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팬더의� 목표를� � �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플레이어는� 어떤� 카테고리의� 목표� 카드를� �1장� 드로우� 하여
손에� 추가합니다�.

주의� �:� 플레이어는� 손에� 최대� �5장� 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 � � � � � � � 플레이어� 손에� 카드가� �5장� 있는� 경우에는� �6장째� 카드를
� � � � � � � � 드로우� 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드로우� 하기� 위해서는
� � � � � � � � 하나의� 목표를� � �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의� 달성
이것은� 액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턴� 중� 언제든지� 카드에� 나타내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그� 카드를� 앞면이� 보이게�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동일� 턴� 동안� 여러� 목표� 카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보드의�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일단� 달성한� 목표는� 그대로
� � � � � � � � 유지됩니다�.� 

구획의� 목표 정원사의� 목표 팬더의� 목표

이� 카드는� �2개�,� �3개의� 대나무� 마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플레이어는
요구되는� 마디를� 자신의� 개인� 보드에�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개인� 보드상의
마디는� 이� 목표가� 달성된� 후� 공급처로
되돌립니다�.되돌립니다�.

이� 카드는� 다음� 중� 하나가� 그려져� 있습
니다� �:
� �-� 특정� 진보를� 가진� �4마디의� 대나무�.
� �-� 진보가� 없는� �4마디의� 대나무�.
� �-� 어떤� 진보� 제약도� 없는�,� �3마디로
� � � 이루어진� 대나무의� 몇� 가지� 그룹�.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카드상에�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카드상에� 
표시된� 배치와� 대나무� 숲의� 배치가� 같아
야� 합니다�.

이� 카드는� 인접한� �3개� 또는� �4개의� 구획
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카드상에
표시된� 구획의� 위치가� 대나무� 숲에� 같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구획이
� � � � � � � � 물을� 공급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 � � � � � � 물을� 공급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동에� 대한� 상세한� 룰
�-� 정원사와� 팬더는� 이동� 중에� 특별한� �"연못� 타일�"을
� � 가로질러� 가거나� 그� 곳에서� 멈추어도� 됩니다�.
�-� 두� 구획�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로지를
� � 수� 없으며�,� 그� 공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이러한� 액션�(정원사와� 팬더�)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 � 플레이어는� 최소한� 하나는�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에� 대한� 상세한� 룰

팬더의� 이동

멈춘� 장소의� 
대나무� 마디를
� �1개� 먹는다



이러한� 구획은� 카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배치와� 대나무� 숲에� 배치가� 동일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구획에� 물이� 공급되는� 상태여야� 한다�.

비료의� 진보를� 가진� 구획에
�4마디의� 대나무가� 있다�.

진보가� 없는� 구획에� �4마디의
대나무가� 있다�.

진보가� 있거나� 없는� 구획에�(인접
하거나�,� 인접하지� 않거나�)� 마디가
�3개인� 녹색� 대나무가� 최소� �4개�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먹은� 대나무의� 보유� 공간�]에� 이� 카드상에� 보이는� 대나무� 마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 대나무� 마디들은� 공급처로� 되돌아간다�.

진보
진보는� 구획에� 포함되어� 있거나�(구획에� 그려진� 경우�)�,� �"흐림�"날씨� 조건에� 
따라� 플레이어가� 진보� 칩을� 획득하여� 구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개인� 보드에� 진보를�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자신의� 턴에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액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대나무가� 없는� 구획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진보가� 그려지지� 않은� 구획�,
물이� 공급되지� 않는� 구획�,� 팬더가� 대나무를� 모두� 먹은� 구획� 등을� 말합니다� �)�.
각� 구획은� 하나의� 진보만� 가질� 수� 있고�(이미� 그려져있거나� 칩에� 의해� 추가� 되었거나�)각� 구획은� 하나의� 진보만� 가질� 수� 있고�(이미� 그려져있거나� 칩에� 의해� 추가� 되었거나�)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울타리 비료

비료는� 구획의� 대나무의� 육성을� 촉진
합니다�.� 대나무가� 성장� 할� 때�,� �1개가� 
아닌� �2개의� 대나무� 마디가� 추가됩니다
�(단�,� 최대� 마디는� 그대로� �4개� 입니다�)�.

울타리는� 구획의� 대나무를� 보호합니다�.
팬더가� 여기를� 가로질러� 가거나� 여기에
멈출� 수� 있지만� 이� 구역의� 대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수역

수역� 구획의� 대나무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을� 공급합니다�.� 때문에�,
이� 구획에� 따로� 물을� 끌어올� 필요가� 없고�,� 최초의� 물� 공급시� 받는
성장� 혜택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관개용� 수로� 참조�)�.

주의� �:� 수역은� 관개용� 수로� 라인의� 시작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급자를� 위한� 룰� �(베리앤트�)

플레이어가� 이미� 대나무� 숲에서� 달성되어� 있는� 목표� 카드를� 드로우� 했을� 경우�,� 그것을
버리고� 같은� 카테고리로에서� 새로운� 목표� 카드를� 뽑습니다�.

상급자를� 위한� 룰� �(베리앤트�)



게샓샇� 솾료
게샓샇� 솾료� 솶건삺� 쟃레샌� 샎뿸볶뾡� 따라� 달라쇽니다� �:
�-� �2� 샎� 쟃레샌뷃� �:� 쟑� 쟃레샌뻮가� 샚뷅샇� �9번슰� 목장를� 달벺쟏면�,� 그것샌� 마쇶막� 라뿮드샔니다�.
�-� �3� 샎� 쟃레샌뷃� �:� 쟑� 쟃레샌뻮가� 샚뷅샇� �8번슰� 목장를� 달벺쟏면�,� 그것샌� 마쇶막� 라뿮드샔니다�.
�-� �4� 샎� 쟃레샌뷃� �:� 쟑� 쟃레샌뻮가� 샚뷅샇� �7번슰� 목장를� 달벺쟏면�,� 그것샌� 마쇶막� 라뿮드샔니다�.

마쇶막� 라뿮드를� 뷃샛쟑� 쟃레샌뻮는� 욯별쟑� �"좲솦�"쒫드�(�2득송�)를� 좹득쟕니다�.� 

쇖샇� �:� 마쇶막� 라뿮드샇� 엏� 동뻈� 쟃레샌뻮는� 다른� 목장를� 더� 달벺쟘도
� � � � � � � � 믳관� 뻸뷀니다�.

그� 죄�,� 다른� 쟃레샌뻮들삺� 각각� 마쇶막� 엏삻� 가쇶고�,� 그� 엏� 동뻈� 
각샚� 목장를� 달벺쟏뾩� 송볶를� 뿃리는데� 노력쟏뷊뷃뿤�.

각� 쟃레샌뻮는� 샚뷅샌� 게샓� 쇟뾡� 달벺쟑� 목장� 쒫드뾡� 샖는� 송볶를
더쟕니다�.� 볕뾡� 남삺� 쒫드는� 뻆무런� 가쒡가� 뻸뷀니다�.더쟕니다�.� 볕뾡� 남삺� 쒫드는� 뻆무런� 가쒡가� 뻸뷀니다�.
가샥� 높삺� 송볶샇� 쟃레샌뻮가� 게샓뾡� 뷂리쟏고� 좲솦뾡게� 웷믳삻
받뷀니다�.� 동송샇� 경뿬�,� 웒더� 목장� 쒫드샇� 송볶가� 가샥� 높삺� 
쟃레샌뻮가� 뷂리쟕니다�.� 그래도� 같다면� 공동� 뿬뷂샌� 됩니다�.

쏊보� 솤뿸사뾡� 대쟑� 솶뻰 쇟간뾡� 쓄웷가� 부솷쟒� 경뿬�?

�-� 대나무� 마디는� 대부분샇� 쟃레샌뻮뾡� 쟊뿤쟑
� � 만얭� 쇘비되뻮� 샖다�.� 쟏쇶만� 마디를� 다� 사뿫
� � 쟘� 버리면� 샏뷃샻삸로� 다른� 믶삸로� 대뿫쟏라�.

�-� 만뻠� 구좹� 언샏� 덱뾡� �3개보다� 샻삺� 구좹� 언
� � 샏샌� 샖삸면�,� 구좹� 뻗볇뾡벭� 남뻆� 샖는� �2개
� � 쇟뾡� 벱엃쟑다�(마쇶막뻖는� 남삺� �1개를� 가솮
� � 간다�)�.� 만뻠� 구좹� 언샏샌� �1개도� 뻸거나�,� 

쇟간뾡� 쓄웷가� 부솷쟒� 경뿬�?

� � 간다�)�.� 만뻠� 구좹� 언샏샌� �1개도� 뻸거나�,� 
� � 관개뿫� 볶로가� 바닥났삻� 경뿬뾡� 그것뾡� 관련
� � 쟑� 뻗볇삻� 벱엃쟒� 볶� 뻸다�.

샚뷅뾡게� 뿸뾹샇� 샧능샌� 뻸다고�?� 
샌것샌� 솤뿸� 관리� 쟙뷉샌다� �:
�-� 쎹� 엏뾡� 반드뷃� 구좹삻� 놓는다�.� 
� � � 샏샇� 뷃샛삺� 엤쇶가� 쟊뿤쟏다�.
�-� 관개뿫� 볶로는� 보관쟒� 볶� 샖다�.� 
� � 샌� 뿉볇삻� 샟� 사뿫쟏도록�!� 
� � 당뷅삺� 게샓� 쇟� 물삻� 빠르게� 공급쟒� 볶

쏊보� 솤뿸사뾡� 대쟑� 솶뻰

� � 당뷅삺� 게샓� 쇟� 물삻� 빠르게� 공급쟒� 볶
� � 샖삻� 것샌다�.
�-� 쎹번슰� 게샓뾡벭는� 날뺾를� 웷쟔쟏쇶
� � 뻊뻆도� 된다�.� 솶금� 부솷쟏쇶만�,� 게샓
� � 메쒿니쇲삻� 샍죷기뾡는� 쇁다�.

얩레딧

번뾪� �:� 뱅뱅뱅

개샎� 보드

날뺾� 쇖사삧샇� 좿과� 공간

뻗볇샇� 벱엃� 공간

관개뿫� 볶로샇� 보관� 샥볒

쇸보샇� 보관� 샥볒

먹삺� 대나무샇� 보관� 샥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