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설명서
게임 구성물 및 게임의 준비

기차 카드

◆ 게임판 1개 – 테이블 중앙에 펼쳐 둡니다.
◆ 플라스틱 기차 80개(4가지 색깔 각 20개) – 각자 같은 색의 기차 20개 1세트를 받습니다. 기차는 분
실에 대비해서 몇 개의 여유분이 더 들어있습니다.
◆ 기차 카드 72장 – 기차 카드를 잘 섞은 후 각자 4장씩 나누어 받습니다. 남은 기차 카드는 뒷면으로 더
미를 만들어 게임판 근처에 둡니다.
◆ 목적지 카드 32장 – 목적지 카드를 잘 섞은 후 각자 2장씩 받습니다. 남은 목적지 카드는 뒷면으로 더
미를 만들어 게임판 근처에 둡니다.
중요 : 받은 기차 카드와 목적지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 횡단 보너스 카드 4장 – 게임판 근처에 둡니다.
◆ 황금 카드 1장 – 게임 종료 후 승리한 사람이 이 카드를 받게 됩니다.

게임의 목표
6장의 목적지 카드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의 진행
가장 어린 사람이 선이 됩니다. 게임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아래의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합니다.
● 기차 카드 뽑기 – 기차 카드 더미에서 2장을 뽑아 가져옵니다.
또는
● 노선 연결하기 – 손에서 기차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선 위에 자신의 기차를
놓아 노선을 연결합니다.

기차 카드
총 6가지 색깔의 기차 카드가 있습니다(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 카드를 사용해 게임판 위의 노선을 연
결할 수 있습니다. 기차 카드 중 기관차 카드는 여러 색이 표시되
어 있으며, 노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면 어떤 색깔의 기차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목적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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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연결하기

노선 연결하기
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판에 있는 노선과 같은 색의 기차 카드를 내야 합니다. 또한, 노선 연
결에 필요한 칸 수 만큼의 카드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고 2칸인 노선을 연결하려면 파
란색 기차 카드 2장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사용한 기차 카드는 모두 버려야 하며, 버린카드는 한 곳에 모아
둡니다.
노선을 연결했다면, 자신의 플라스틱 기차를 완성한 노선의 빈칸에 올려놓습니다.

빈

노선을 연결할 때는 이전에 연결했던 노선에 반드시 이어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선 연결에필요한 기
차 카드를 내면, 조건에 맞는 노선은 어느 곳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선 연결은 자기 차례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플라스틱 기차의 색은 노선의 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차의 색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분하며, 누가 이 노선을 건설했는지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두 갈래 노선 : 어떤 도시들은 두 갈래의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두 갈래의 노선을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 카드 완성하기
만약 목적지 카드에 표시된 두 도시를 내 기차로 연결했다면, 해당 목적지 카드
를 공개하고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카드 더미에서 1장을 새로 가
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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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 스트

● 목적지 카드 교체하기 – 다른 사람이 연결한 노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카드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가지고 있는 목적지 카드 2장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목적지 카드 2장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적지 카드를 교체하면 다른 행동은 할 수 없고 내 차례를 즉시 마칩니다.

횡단 보너스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모스크바, 로스토프나도누, 앙카라) 중 하나와 가장 서쪽
에 있는 도시(더블린, 브레스트, 마드리드) 중 하나를 연결했다면, ‘횡단 성공!’ 이
라고 외치고 횡단 보너스 카드 1장을 받습니다. 이 보너스 카드는 완성된 목적지
카드 1장으로 간주합니다. 완성된 목적지 카드를 셀 때 이 보너스 카드도 포함해
서 셉니다.

목적지 카드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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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너스 카드

중요 : 횡단 보너스 카드는 한 사람당 1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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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종료

부쿠레슈티

누군가 6장의 목적지 카드를 완성하면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 사람은 게임에서 승리하며, 황금 카드를
받습니다!

Credits

누군가 자신의 모든 플라스틱 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목적지 카드를 가장
많이 완성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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