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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마법의 세계

「잊혀진 마법의 세계」는 한때 마법이 존재했던 세계의 뒷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월드 세팅입니다.

마법은 어느 경지에 달한 이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었으며, 이를 사용

하여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때는 머지않은 미래, 

마법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마법은 미지의 신비를 기반으로 하

는 것.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려갈수록 마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

의 마법사와 그의 제자 패밀리어, 그리고 사라진 마법을 밝혀내는 탐구자들이 

자아내는 이야기를 즐겨 주세요.

이 월드 세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마법의 세계」

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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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와 패밀리어

흔히 마법사의 이야기를 할 땐 패밀리어가 거론되곤 합니다. 패밀리어란 보통 

마법사를 보조하는 동물 형태의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패밀리어는 마법사에

게 복종하기도 하고, 말썽을 부리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과연 

당신의 패밀리어는 어떨까요?

본 월드 세팅에서 마법사와 패밀리어는 파트너를 이루어 수많은 마법적 사건

을 해결하게 됩니다. 

추천 괴이: 마법 중독자, 살아있는 인형, 마녀

추천 광기: 【마법 중독】, 【인간성 상실】, 【짜증】, 【도를 넘어선 마음】

비밀의 저택

마법이 그저 환상 속 이야기가 된 시대, 저택으로 보이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

다. 겉보기엔 조금 규모 있어 보이는 평범한 카페지만, 실제로는 마법적인 사건

을 해결하는 이들의 은신처입니다. 여전히 마법의 존재를 믿고 있는 소수의 탐

구자 덕에 이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최근엔 카페도 겸하고 있는 모

양입니다만….

본 월드 세팅에서 저택의 일원들은 파트너를 이루어 수많은 마법적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추천 괴이: 마법 중독자, 지옥의 저택, 마도사

추천 광기: 【마법 중독】, 【확산하는 공포】, 【거동수상】, 【이질적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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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마법의 세계 장면 표

2 “너, 그거 들었어? 마법이란 거, 정말 있을지도 모른대.” 흔한 소문이다.

3 이른 아침, 낙엽이 콩콩 뛰어다니는 환상을 본다.

4 바람이 분다. 불어오는 바람은 어쩐지 비단처럼 부드러워 기분이 좋아진다.

5 집 근처 카페를 지나간다. 이 카페 사장, 어딘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도는데….

6 뉴스에서 이상 현상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있다. 그거 다 착각이지.

7 시끌벅적한 도심의 거리.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8 도서관에서 아주 낡은 책을 발견한다. 바코드가 없는 걸 보면 도서관 책이 아닌 것 같은데?

9 잠깐! 방금 본 고양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지 않았나?

10 하늘에서 눈이 떨어진다. 뺨에 떨어진 눈송이는 어쩐지 따뜻하다.

11 어두운 밤, 빛무리가 일렁이는 환상을 본다.

12 “마법이란 거, 정말 있을까? 있으면 좋을 텐데~“ 흔한 이야기다.

광기

마법 중독
당신이 ≪마술≫ 특기로 판정을 
시도한다.

당신은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중독되어 
버렸다. 더, 더 사용하고 싶어! 다음 판정
의 특기가 ≪마술≫이 아닐 경우 그 판정
은 무조건 실패한다.

인간성 상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마이너스 
【감정】을 획득한다.

당신은 마법을 알기 전, 평범한 사람이
었을 때가 기억나지 않는다. 더 이상 돌
아갈 수 없다. 당신의 【이성치】의 최대치
가 1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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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빌리티

마법공격
공격

-

마술

데드루프p159 【기계공격】의 효과
를 사용

마법을 이용한 공격.

결계
서포트

-

기술 분야에서 아무거나

누군가가 대미지를 입었을 때 사
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을 한다. 이때 자신
의 속도 수치만큼 판정에 마이너스 수정을 적용
한다. 판정이 성공하면 그 대미지를 3점 감소시
킬 수 있다.

마법을 이용한 방어. 결계를 친다.

정화
서포트

-

정서 분야에서 아무거나, 마술

기본p181 【정신분석】의 효과를 사
용

상대의 더럽혀진 심층심리를 정화
하는 술식.

마력순환
장비

-

-

생명력과 이성치를 합쳐 【마력】이
라는 수치를 만들고, 세션 중 【생명력】과 【이성
치】가 아닌 【마력】을 사용한다. 대미지와 코스트 
또한 【마력】으로 치환하여 사용한다.

생명력과 이성치는 마력이라는 큰 
흐름에 엮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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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미

마법 중독자 4 생물 12

괴이 ≪마술≫, ≪추적≫, ≪노여움≫, ≪약품≫

【기본공격】 공격 ≪마술≫
【위험감지】 서포트 ≪추적≫ 기본p181
【마법공격】 공격 ≪마술≫ 본서p10

마법에 중독되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위험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홀로 남은 패밀리어 2 괴이 6

괴이 ≪노여움≫, ≪슬픔≫, ≪마술≫, ≪죽음≫

【기본공격】 공격 ≪마술≫
【정찰】 서포트 ≪풍경≫    데드루프p185
【환영】 서포트     ≪꿈≫      기본p249

마법사를 잃고 홀로 남은 패밀리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 공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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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칙: 『마도서대전 TRPG 마기카로기아』로의 이식

이 책에 수록된 시나리오들은 세션이 끝난 뒤 PC들을 『마기카로기아』의 PC

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가 아니며, 본 월드 세팅에서 다루고 있는 마법

의 설정 또한 『마기카로기아』와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 다른 방식으로 PC를 

이식해도 된다는 것을 앞서 알려드립니다.

세션 뒷이야기 정하기

• 『마기카로기아』의 PC가 된다는 것은 〈대법전〉에 소속된다는 이야기이

기도 합니다. GM과 PL는 상의하여 두 사람이 어떻게 〈대법전〉으로 향

하는지 결정합니다.

시나리오에 따른 경력 • 기관 정하기 

• The Familiar 시리즈의 경우: 마법사는 ‘이단자’와 ‘외전’을 제외한 모든 

경력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어는 ‘이단자’ 고정, 서플리먼트 황혼선서를 

차용할 경우 그중에서도 ‘토지신’에 해당합니다. 마법사의 기관은 자유

롭게 결정해 주세요. 패밀리어는 가능한 한 마법사의 기관을 따라갑니다.

• Maison Mystérieuse 시리즈의 경우: 경력은 ‘방문자’로 고정되며, 기관

은 학원을 추천합니다.

참고 작품

• Type-Moon

• 마도서대전 TRPG 마기카로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