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구리아

플레이어는 '리구리아 해' 전역에 페인트를 운송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역하
며, 섬 식민지를 유지하고, 외교 관계에 참여하는 상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 점을 활용해, 권위있는 성직자와의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림 물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페인트를 그들의 고향 시
장에 배달하는 사람은 대성당의 천장이 해당 물감으로 인해 가장 밝게 빛나
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Alessandro Zucchini가 디자인한 3-4인을 위한 보드게임

번역 및 편집 : 펑그리얌 (seongyo.lee@gmail.com)

게임의 구성물
▶1개의 게임 보드

▶120개의 버라이어티 타일들

뒷면:
명성 포인트 트랙은
최종 승점 계산에
사용합니다

각 플레이어의 구성물:
▶색상으로 구분:

▶55장의 배 카드

1개의 선박(배)
1개의 구매자
7개의 성직자
2개의 시작 타일
1개의 가림막
1개의 항구

뒷면

▶75개의 큐브 - 빨강, 노랑, 파랑 각 25개씩

1 선박

1 시작 :
조정휠

7 외교관

1 구매자

외교관
공간

1 시작 : 자루
선박

상인
건물
수도사

▶9개의 섬 타일 - 빨강, 노랑, 그리고 파란 색 섬 6개 ; 빈 섬 3개

1개의 가림막

1개의 항구

▶30개의 코인 - 20개의 가치 1짜리 은화, 20개의 가치 3짜리 금화
작업 전용 섬

비어있는 섬

뒷면

뒷면

▶7개의 점수 타일 - 3부터 9까지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뒷면

▶1개의 천주머니
(색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개의 규칙서
뒷면

게임의 목적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는 그들의 버라이어티 타일과 선박 카드
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최고급 버라이어티 타일 세트를 모으고 선박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 가장 높은 명성을 얻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목표는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높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감독의 계약을 이
행하고, 버라이어티 타일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전용 섬을 정복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항구에 외교관을 배치하여 명성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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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 4인을 위한 예시

3.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앞에 가림막을 놓고 그 앞

1. 게임 보드를 게임 영역 중앙에 펼칩니다.

4. 각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색의 페인
트 큐브 2개를 선택해 자신의 항구
최상단에 놓아둡니다.

에 항구를 놓고 그 앞에 선박을 놓습니다.

2.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사용할 색상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시작 타일을 항구의 해당 행에
배치합니다.
장관, 그리고 은화는 각자의 가림막 내로 잘 숨겨
둡니다.

- 1 가림막
- 1 항구
- 1 구매자
- 7 외교관
- 1 선박
- 2 시작 타일
- 1 은화

5. 120개의 버라이어티 타일들을 모
두 천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시작 플레이어

9.
8.

8.
6.
4.

항구의 부두는 제공되는 페인트
의 저장 공간 역할을 합니다.
각 선박의 페인트 큐브 최대
적재량은 10개 입니다.

버라이어티 T

1.
3.
9.

9.

4인 플레이 영역

시장 거리

플레이어 턴 오더 트랙

2.

7.
시작 타일:
배의 조정휠과 상인의 자루

9.
2

5.

버라이어티 타일과 선박 카드 미리보기
6. 섬 타일을 뒷면을 보이게 하여 잘

섞은 후, 중앙의 게임 보드와 개인
항구 사이에 원형을 이루면서 앞면
이 보이게 놓습니다.

4인 : 섬을 섞기 전에 빈 섬 하나를
상자로 되돌립니다. 각 플레이어의
항구 보드 사이에 두 개씩 섬을 배
치하세요.
3인 : 9개의 섬을 모두 사용하십시
오. 각 플레이어의 항구 보드 사이
에 세 개씩 섬을 배치하세요.
참고 : 어떤 곳이든 항구와 항구 사
이에 하나 이상의 빈 섬을 배치하
지 마세요.

7. 섬 점수 타일을 뒷면으로 잘 섞습

니다. 각 전용 섬의 지정된 공간에
윗면이 보이게 하여 놓습니다. 사
용하지 않는 점수 타일은 게임 상
자로 되돌립니다.

8. 배 카드 55장을 뒷면으로 잘 섞어

비공개 덱을 만들어 듭니다.
모든 페인트 큐브와 돈 타일, 그리
고 천주머니를 게임 보드 옆의 사
용하기 편한 위치에 놓아둡니다.

9. 알아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주교의 계약:

버라이어티 타일

각 계약서의 뒷면에 표기된 명성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게임 종료 시 계약서에
표기된 페인트 큐브들의 조합이 필요합
니다.

이 타일들은 항구에 놓습니다.
버라이어티 타일은 획득 시 항구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이
타일들은 게임 중 명성 점수를 얻기 위해 업그레이드 (뒤집
기) 할 수 있습니다.

배 카드

(배의) 조정 휠:
플레이어의 조정 휠이 많을수록 배와
함께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표시된 조정 휠로 자신의 선박을 한 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타일은
2 명성 점수를 얻지만 능력은 상실합니다.

각 라운드에, 플레이어는 게임의 남은 시간동안 보유할
배 카드 한 장을 선택합니다.
배 카드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승점

(상인의) 자루:

액션

플레이어의 자루가 많을수록 자신의
선박에 더 많은 페인트 큐브를 적재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표시된 자루로, 자신의 선
박에 하나의 페인트 큐브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타일은 3 명성 점수를
얻지만 능력은 상실합니다.

제공

승점 영역:

이 영역은 긍적적(녹색)또는 부정적(빨간색) 점수를 보여
줍니다. 게임이 종료 시, 점수가 0 이상이면, 플레이어는
명성을 잃게 됩니다.

건물:

건물은 명성 점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건물은 훨씬 더 높은
명성 점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액션 영역:

액션 영역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선박으로 항해하는 동안
한 턴에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액션을 보여줍니다.

수도사:
각각의 수도사는 게임 종료 시 1 점의
긍정적인 점수(선박 카드의 점수 영역
참조)를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2 긍정적인 점수와 2 명성 점수를 제공합니다.

조정휠: 각각의 표시된 휠에 대해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박을 한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닻: 플레이어는 멈출 수 있고, 이어서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일들은 가림막으로 숨깁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구매자를 게임 보
드의 주문 트랙 4.번에 놓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는 구
매자를 3.번 공간에, 이어서 다음
플레이어는 2.번에 놓고, 각자 추가
은화1개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는 1.번 공간에 구
매자를 놓고 추가 은화 2개를 가져
갑니다.

U턴: 플레이어는 항해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외교관들은 다른 플레이어의 항구에
배치되어, 게임 종료 시 명성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각각의 화살표는 버라이어티 타일 하나
를 뒷면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합니다.
주문 영역:

기사:
기사단은 전용 섬을 정복하는 데
사용되고, 따라서 페인트 큐브와
수익성 있는 섬의 명성 점수를 얻습니다.

이 영역은 플레이어가 공용 저장소와 그의 항구
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페인트 큐브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운 페인트 큐
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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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적
리구리아는 8 라운드 (3인 플레이 시 9 라운드)를 진행하며, 하나의 헌신적인 "이동 라운드"도 진행합니다. 각 라운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라운드 진행을 위한 준비
2. 구매자 놓기
3. 액션 하기
a. 타일과 코인 가져오기
b. 카드 가져오고 타일 업그레이드 하기
c. 자신의 선박 이동하기

 1. 라운드 진행을 위한 준비
3인 : 12 버라이어티 타일과 3 배카드 세팅

천주머니에서 버라이어티 타일 15개(3인 플레이 시 12개)를 가져와 게임
보드의 위쪽 트랙에 한 칸에 하나씩 놓아둡니다.

4인 : 15 버라이어티 타일과 4 배카드 세팅 (모든 공간에 놓여짐)

다음으로, 카드 덱에서 플레이어 당 한 장의 카드를 가져와 게임 보드의
지정된 공간에 내용이 보이게 놓으세요.

점수 영역

각 라운드에, 카드의 점수 영역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와
부정적인 점수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덱에서 카드를 다시
가져와 마지막에 놓은 카드와 바꿉니다. 필요하다면 위 조건이 충족될 때
까지 카드 교체를 반복합니다. 교체된 모든 카드는 카드 덱과 다시 섞습니
다.

 2. 구매자 놓기

첫째, 구매자가 플레이어 주문 트랙의 네 번째 공간에 있는 플레이어는 구
매자를 시장 거리의 빈 공간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3 공간의 플레이어가
이어 진행하고, 다음은 2 공간의 플레이어, 마지막으로 1 공간의 플레이어
가 진행합니다.

시장 거리

버라이어티 T.

참고 :이 단계에서만 게임진행을 역순으로 플레이합니다.
은화

시장 거리에서 선택하는 빈 공간에는 플레이어가 이번 라운드 중 받을 수
있는 버라이어티 타일과 코인의 양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 상연(회색)은 그의 구매자가 주문 트랙의 4번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매자를 시장 거리의 빈 공간에 놓습니다. 다음은 채은(녹색)의 차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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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션 하기
a. 타일과 코인 가져오기
시장 거리에 놓인 구매자 중 가장 왼쪽에 놓인 구매자의 소유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 이 액션을 수행 한 후 그 다음으로 구매자를 왼쪽에 놓은 플레이
어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구매자를 놓은
플레이어가 마지막인 거죠).
액티브 플레이어는 시장 거리에서, 자신의 구매자가 놓인 칸에 표시된 것
만큼 코인과 버라이어티 타일을 가져옵니다.
플레이어는 인접한 타일을 선택하는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하지 않은 타일을 가져오고 싶다면 은화 1개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원하는 만큼의 타일을 건너 뛸 수 있지만
건너 뛴 타일마다 은화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선택한 기사, 외교관 및 주교의 계약서를 가림막 뒤에 숨겨두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플레이어는 선택한 조정휠, 자루, 건물 및 수도사 타일을 항구 보드의 해당
행에 배치합니다.
플레이어가 타일을 뽑은 후에는 나머지 타일을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여
간격을 없앱니다. 이제는 모든 타일이 다시 인접 해 있을 것이며 빈 공간은
없을 겁니다.

예: 채은(녹색)은 은화와 외교관, 조정휠 타일을 가져갑니다. 그녀는 건물
버라이어티 타일을 건너 뛰었기에 은화 한 개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플레이어는 구매자를 게임 보드 내 주문 트랙의
(왼 쪽으로부터) 첫 번째 빈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동전과 버라이어티 타일을 가져왔다면, 이어서
아래 b) 순서를 진행합니다.

b. 카드 가져오고 타일 업그레이드 하기

예: 채은(녹색)은 구매자를 주문 트랙 1번 공간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선교(보라색) 차례군요.

플레이어 주문 트랙의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게임 보드에서 한 장의 카
드를 가져와서 가림막 옆에 놓은 후 다음 두 단계를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공급처에서 카드에 표시된 페인트 큐브를 가져
와 항구 부두의 저장 영역에 두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카드의 갈색 화살표마다 항구 보드에서 하나의
버라이어티 타일을 업그레이드(뒤집기)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타일을 뒤집으면 더 많은 명성 점수를 얻지만 앞면에 표시된 기능은
잃어버립니다.
예: 채은(녹색)은 파란색 페인트 큐브 하나를 가져와 조정휠
타일을 업그레이드하여 명성 점수를 2포인트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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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신의 선박 이동하기
예: 3개의 조정휠(배)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는 민정(주황색)은
그녀의 선박을 3칸 움직여 채은(녹색)의 항구에 정박합니다.

게임 시작 시, 플레이어의 선박은 자신의 항구에 있습니다. 본인의 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박을 최소 1 칸 이상 움직여야 하며,
이 턴에는 선택한 카드의 조정휠 아이콘 수와 플레이어의 항구 보드에 있는
조정휠의 수 만큼의 칸을 이동해야 합니다. 각 항구 보드와 각 섬은 한 칸으
로 간주합니다. 플레이어는 일부 이동 수를 사용 안할 수도 있으며, 다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곳에서 이동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민정(주황색)은 카드의 U턴 화살표를 사용하여 이동이
끝난 후 배의 방향을 변경하는군요.

선박은 항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멈출 때까지 게임 시작 시 원형으로 세팅
한 섬 타일 주변을 항상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이동이 시작될
때 항구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U 턴 화살표가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플레이어는 이동 전이나 후에
선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선박은 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4개의 조정휠 아이콘을 보유한 채은(녹색) 그녀의
선박을 4칸 움직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선박을 3칸 이
동하고 자신의 카드에 있는 닻 기호를 사용하여 상연
(회색)의 항구에 중간 정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
는 남은 1칸을 사용해 선박을 이동시킵니다.

닻 아이콘이 있는 카드는 플레이어가 중간 정박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중간 정박은 아래에 기술된 규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중간 정박이 항구에서 일어나더라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박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채은(녹색)은 상연(회색)의 항구에 중간 정박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선박의 이동을 멈출 수 있었답니다.

선박은 최대 10개의 페인트 큐브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선적한 큐브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선박이 정박할 때마다 위치에 따라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섬: 기사 배치 그리고/또는 페인트 큐브를 선적합니다.
↟본인의 항구: 페인트 큐브를 내립니다.
↟타인의 항구: 페인트 큐브를 선적하거나 외교관을 배치합니다.
 상세 기술
액션
전용 섬: 기사 배치 그리고/또는 페인트 큐브를 선적

상연(회색)은 3개의 기사단 타일
을 배치하여 섬을 정복했습니
다. 이것은 그의 배에 빨간 페인
트 큐브 3개를 적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섬에 자신의 기사가 없는 경우 :
플레이어는 배가 막 도착한 섬을 정복 할 수 있습니다. 섬에 원하는만큼 많
은 기사단 타일을 쌓아 놓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외교관 중
하나를 쌓아놓은 기사단 타일의 맨 위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올려 놓습
니다. 그런 다음, 쌓아놓은 기사단 타일(칼 수는 아님)마다 섬에 표시된 색
상의 페인트 큐브 하나를 공용 저장소에서 가져와 선박에 적재합니다.
(화물 적재 용량을 확인하세요!)

상연(회색)은 전에 이 섬을 정복
하여 빨강 페인트 큐브 하나를
그의 배에 선적했습니다. 그의
기사단 타일이 1개의 칼과 정해
지지 않은 색의 페인트 큐브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노란색
페인트 큐브 1개를 선택하여 선
적하기로 합니다.

섬에 자신의 기사가 하나 있는 경우 :
선박이 이전에 정복한 ( 외교관이 존재하는 ) 섬에서 정박하면 섬에 표시된
색상의 페인트 큐브 한 개를 공용 저장소에서 가져와 선박에 선적합니다.
섬에 있는 기사단 타일 각각에 대해, 단 1개의 검과 페인트 큐브가 표시된
타일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하는 페인트 큐브도 1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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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다른 플레이어의 기사가 있는 경우 :
액티브 플레이어의 선박이 멈춘 섬이 다른 플레이어의 기사에 의해 점령된
경우 다른 플레이어보다 많은 수의 기사단(칼, 기사 타일이 아닌)을 착륙시
켜 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추방된 플레이어는 외교관과 기사단 타일을 가져갑니다. 기사단 타일은 가
림막 안으로 반환되지 않지만 뒷 면(녹색 1)으로 뒤집어지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따로 유지됩니다.

예: 상연(회색)은 4명의 기사단과 함께 선교(보라색)의 섬을 정복합니다. 선교(보라색)의 섬
에는 단 2명의 기사단만 있었습니다. 선교(보라색)는 장관을 가림막 안으로 되돌리고 뒤집
은 기사단 타일을 따로 보관합니다.

정복자는 이전에 설명한대로 기사단 타일과 외교관을 섬에 배치한 다음 적
절한 개수의 페인트 큐브를 선적합니다.

예: 상연(녹색)은 자신의 기사단 타일과
장관을 섬에 놓고, 선박에 노란 테인트
큐브 1개를 선적합니다.

만약 선박이 기사가 없는 섬에 정박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기사가 있는
섬에 착륙했으나 패배하거나, 빈 섬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
다. 한 섬에 있는 기사단의 수는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어 자신의 항구 : 페인트 큐브 양륙
플레이어는 선박에서 모든 페인트 큐브를 내리고 가림막 안으로 숨깁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항구 : 페인트 큐브 선적 그리고/또는 외교관 배치
예: 채은(녹색)의 상인 타일은 4 개의 자루를 보여
주기 때문에 상연(회색)의 항구에서 페인트 큐브
4개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큐브 선적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든 상인 타일에 있는 자루의 개수와 선박의 화물 용량
이 허용하는 만큼 그 항구에서 페인트 큐브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배치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항구 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외교 공
간에 외교 타일을 놓고 장관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관은 그림의 왼쪽
행에 적용됩니다.

예: 채은(녹색)의 장관 중 하나가 이미 선교(보라
색)의 항구에 있기 때문에 민정(주황색)는 2개의
외교 타일을 놓고 그 위에 외교관을 올려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합니다.

타 플레이어의 항구에 장관을 배치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는 최소 1개의 외
교 타일(1개는 스크롤 아이콘의 수)을 배치해야 하며, 이후에 같은 항구에
장관을 배치하는 타 플레이어는 최소 2개의 외교타일을 배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항구에 한 명 이상의 외교관을 배치 할 수 있
지만 같은 턴에는 배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 :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항해(선박 이동)를 마치면 이번 라운드에 사용한 카드를 가림막 안으로 넣어둡니다. 남아있는 버라이어티 타일은 모두 제거하고
게임 보드에 새로운 카드와 새로운 버라이어티 타일을 세팅한 후 페이즈 1로 돌아갑니다. 다음 게임 라운드의 시작을 준비하세요.

게임 종료
게임은 8라운드 (3인 시 9라운드) 후에 끝납니다. 최종 득점 전에 마지막 "이동 라운드"가 진행됩니다. 순서는 이전 게임 라운드의 순서와 동일하며 라운드
가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박을 자신의 배 타일에 있는 조정휠
아이콘 수 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현재 수행할 수있는 유일한 동작은 자신의 항구에서 자신의 선박의 화물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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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수 계산
먼저 게임 보드를 뒤집어 점수 트랙을 표시합니다.
플레이어는 구매자를 사용하여 점수를 표시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명성 점수를 계산합니다.
예 1: 상연(회색)은 자신이 정복한 섬 두 곳에서 12포인트의 명성 점수를 얻었습니다.

+

1.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자신이 정복한 섬에서 점수 타일을 가져 와서
표시된 숫자를 확인하여 트랙에 점수를 표시합니다.

= 12 명성 포인트

예 2: 선교(보라색)는 뒤집은 버라이어티 타일에 표기된
숫자를 합해 총 20포인트의 명성 점수를 얻었습니다.

2. 모든 플레이어는 항구 보드에 있는 버라이어티 타일에 표기된 명성
포인트(즉, 보라색 숫자)를 합산하고 그 결과를 트랙의 이전 점수에
더합니다.

3. 플레이어는 지금까지 획득한 배 카드, 수도사 타일, 추방 된(뒤집힌)
기사단 타일에 표기된 긍정적인 포인트(즉, 녹색 숫자)를 합친 후
배 카드에 있는 부정적인 포인트(즉, 빨간색 숫자)를 뺍니다. 카드의
숫자를 계산한 결과가 0 또는 양수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플레이어는 각 점수에 대해 5 점을 잃고
합계가 0보다 작아서 이전 점수에서 이 명성 점수를 뺍니다.

예 3: 선교(보라색)
는 카드로 15의 긍
정, 17의 부정 포인
트를 얻었습니다.
결과는 15-17= -2,
선교(보라색)는 10
포인트의 명성 점수
를 잃었습니다.

중요: 결과가 긍정적이라 해도 플레이어가 명성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 4:

4. 각 플레이어는 주교의 계약에, 해당하는 페인트 큐브를 할당하고 완료한
계약서에 대해 명성 점수를 얻습니다. 이에 사용한 페인트 큐브는 상자로
되돌립니다.
+

5. 각 플레이어는 나머지 페인트 큐브로 세트(1세트=파란색 1, 빨간색 1,
노란색 1)를 만듭니다. 각 세트는 3 포인트의 명성 점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트는 가치가 없습니다.

+

= 14 명성 포인트

예 5:
= 3 명성 포인트

6. 각 플레이어의 장관이 있는 행 왼 쪽의 각 버라이어티 타일은 2 포인트의
명성 점수를 얻습니다.

예 6: 민정(주황색)은 장관의 왼쪽에 있는
버라이어티 타일 4개로 인해 8 포인트의
명성 점수를 얻었습니다.
상연(초록색)은 버라이어티 타일 3개로 인
해 6포인트의 명성 점수를 었었습니다.

가장 많은 명성을 얻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입니다!
동점일 경우 게임에 승리했음을 같이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 Copytight 2016 Queen Games, D-53842 Troisdorf, Germany.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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