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주사위 게임을 위한 구성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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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적

점수를 기록하기 위한 승점 지역 (0~100)

게임보드 1개
앞면

승점계산표

보너스 칩과

선 플레이어 칩을

놓는 칸

건물 점수를

표시하는 빌딩 지역

팔각 마커를

놓는 주사위 지역

빌딩

컬럼:

대형 천막

빌딩 

컬럼:

궁전

빌딩 

컬럼:

상가

빌딩 

컬럼:

알현관

빌딩 

컬럼:

정원

빌딩 

컬럼:

탑

• 기본 주사위 게임을 위한 규칙서 1개

• 알카자바 규칙과 2인 규칙이 포함된 규칙서 1개

• 게임보드 1개
   주사위 게임에서는 앞면을 사용한다

• 흰색 주사위 8개와 검은색 주사위 1개 

디자이너 더크 헨의 2-6인을 위한 게임 

• 보너스 칩 26개

• 선 플레이어용 칩 1개 

• 현 라운드 선 플레이어를
  표시하는 칼리프 타일(8각)
  1개 

• 주사위 점수를 표시하는 팔각 목재 마커 30개

• 얼마나 많이 건물을 지었는지 표시하는
  빌딩 목재 마커 36개

• 승점을 표시하는 목재 마커 6개

• 가죽 주사위 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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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두 가지의 규칙을 제안한다!
기본 주사위 게임과 알카자바 게임.
기본 주사위 게임은 알람브라 패밀리
게임에게서 고유한 -게임을 위한 모든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게임을 위한 규칙은 첫 번째 규칙서에서 설명한다.
만약 당신이 2003년에 출시된 알람브라 게임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알람브라를 만날 수 있다.

          알람브라의 건물 타일과 기본
          주사위 게임을 이용해 당신은
          알카자바 규칙으로도 플레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알카자바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다른, 
좀 더 전략적인 느낌을 받게 해 줄 것이다. 
알카자바 규칙과 2인 규칙은 두 번째 규칙서에서
볼 수 있다.

각 플레이어들은 주사위를 굴려 나올 최상의 점수를 이용해 
6종류의 빌딩 건설에서 최고의 승점을 얻어내야 한다.



플레이 방법

• 5~6인 이라면 ………………… 3개의 팔각 마커
• 4인 이라면 ……………………  4개의 팔각 마커
• 2~3인 이라면 ………………… 5개의 팔각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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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준비

게임 보드를 테이블 중앙에 주사위 게임용 면이 보이게 놓는
다. 각 플레이어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물을 받는다: 
게임 참여인원이

또한 6개의 빌딩 마커(각 빌팅 컬럼당 1개)와 1개의 승점 
표시 마커도 받는다. (모든 마커들의 색상은 한 가지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빌딩 마커를 가져다 놓고, 자신의 
승점 마커는 승점 줄의 '0'칸에 놓는다.

8개의 흰색 주사위는 플레이를 위해 주사위 컵에 넣어두고, 
검은 색 주사위는 차후에 사용한다.

조그마한 선 플레이어 칩을 준비한다.

6개의 뒷면이 검은 보너스 찹을 따로 모아 잘 섞고 뒷면이 
보이게 게임 보드 옆에 쌓아둔다. 검은 색 보너스 칩은 
마지막 라운드에 사용한다.

나머지 뒷면이 흰 보너스 칩들도 모두 모아 잘 섞고 5개씩
(4등분) 뒷면이 보이게 게임보드 옆에 쌓아둔다.

누가 선을 할 것인지 뽑은 후 그에게 칼리프 타일을 
건네준다.

게임은 5 라운드로 진행한다. 각 라운드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가진 팔각 마커와 동일한 수의 턴을 갖게 된다.
일단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턴을 마치면 최고의 자리에 
배치된 팔각 마커에 대해 빌딩 승점을 수여한다.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라운드를 마칠 때에는
게임 보드에 표시된 승점계산 표의 A,B,C에 따라 승점을 
계산하여 분배한다.

보너스 칩 놓기

각 라운드가 시작되면 보너스 칩들을 보드 위에 표시된 
보너스  칸들에 놓는다.

선 플레이어 칩은 주사위를 이용해 어느 건물 컬럼의 보너스 
칸에 놓을건지 결정하게 된다.

보너스 칩 더미 하나에서 칩 5개를 보드에 놓는 방법은 왼쪽 
컬럼부터 오른쪽 컬럼 방향이다.

다섯번째, 즉 마지막 라운드에는 선 플레이어 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뒷면이 검은 보너스 칩들을 왼쪽 컬럼부터 
차례대로 채워넣는다.(검은색 칩들은 총 6개)

5개의 팔각 마커 (2~3인 플레이 시)

6개의 빌딩 마커

(모든 마커들은 동일 색상으로)

선 플레이어 칩

라운드 시작 전,

보너스 칸들을 채운다. 

가장 먼저 선 플레이어 칩,  

그리고 5개의 보너스 칩들.

마지막 라운드에는 검은 뒷면을 가진 보너스 칩들을

사용한다.

1개의 

승점 마커

각 보너스 칩 더미는 각 라운드 시작 시 선 플레이어에 의해

1 더미씩 게임 보드에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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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과 동일한 빌딩 컬럼에 올린다.

• 심볼의 합계와 동일한 칸에 올린다. (1 부터 8중에)

• 한 라인의 가장 왼쪽은 주사위를 1번 굴렸을 때 올린다.
중앙 칸은 주사위를 2번 굴렸을 때 올린다.
가장 오른족은 주사위를 3번 굴렸을 때 올린다.

• 해당 컬럼에 대해 2점을 획득한다. (마커 2칸 올림)

• 해당 컬럼에 놓인 보너스 칩 획득 & 1포인트 획득

예: 바바라는 주사위를

굴렸고 첫 굴림에서

3개의 궁전을 옆에

고정했다.

두 번째 굴림(주사위 5개)

에서 2개의 궁전이 더

나와 전에 고정한 주사위

들과 같이 놓았다.

세 번쩨 굴림(주사위 3개)

에는 궁전이 나오지 않아

결국 세 번 굴림에 5개의

궁전을 얻게 되었다.

주: 세 번의 굴림 기회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결과가 동점이라면 적은 굴림 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더 좋기 때문이다.

"3번 굴림에 5개 궁전"이란 결과를 팔각 마커로 표시한다. 만약 

해당 자리에 이미 (자신의 것이건 남의 것이건) 마커가 있다면, 

팔각 마커를 그 다음 낮은 점수의 빈 칸에 놓아야만 한다.

주: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팔각 마커 여러개를 동일한

빌딩 컬럼의 주사위 지역에 올려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 파랑은 최고의 결과를 이루었고

보상으로 2 빌딩 승점을 얻는다.

그는 마커를 두 번째 칸에 올려놓는다.

오랜지는 다른 보상을 받아 1 빌딩

승점과 보너스 칩을 얻는다.

주: 1등과 2등 결과를 모두 같은

플레이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플레이어가 두 가지

보상 모두를 받게 된다.

주: 만약 빌딩 컬럼의 주사위 지역에 하나의 마커만 있다면

두 번째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마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라운드의 결과

각 컬럼에서 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이뤄냈는지 빌딩 컬럼의 
가장 왼쪽(대형 천막)부터 차례차례로  체크한다.

대상은 가장 높은 칸에 자신의 마커를 놓아둔 플레이어이다.
한 컬럼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낸 플레이어는 아래의 두 
가지 보상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빌딩 점수는 마커를 놓음으로 즉시 매겨지며,
해당 컬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남은 한 가지 보상을 선택한다.

빌딩 점수는 각 빌딩 컬럼의 동그란 칸을 사용한다.
최초의 득점일 경우를 빌딩 마커는 가장 낮은 칸에 올려 
놓고, 다음 연속되는 점수(2점, 3점)를 표시하기 위해 한 
칸을 밀어 올린다. (역주: 승점 받은 만큼 마커를 위로 올림)

턴 진행

칼리프 타일을 소유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하고 이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의 턴을 진행한다.

자신의 턴이 되면 팔각 마커를 올려놓을 수 있고 주사위들은 
세 번까지 굴릴 수 있다. 턴에 처음으로 굴릴 때에는 흰 
주사위 8개를 모두 사용한다.

각각의 다음번 굴림을 하기에 앞서 플레이어는 원하는 만큼 
의 주사위들을 (고정의 의미로) 옆으로 빼 놓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플레이어는 이미 옆으로 빼 놓았던 주사위들을 다시 
집어 다른 주사위들과 같이 굴릴 수 있다. 빼 놓았던 주사위 
들이 어떤 빌딩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턴 끝에 플레이어는 한 종류의 빌딩 심볼을 골라 
계산한다. 심볼들의 수는 게임보드의 주사위 지역에 자신의 
팔각 마커를 아래의 조건에 맞게 올리는데 사용한다:

 

주사위 지역의 어느곳이건 한 칸에는 오직 하나의 마커만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먼저 점유한 칸에 놓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쪽으로 가장 가까운 빈 칸에 놓는다.

이제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된다. 
모든 플레이어가 차례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팔각 마커를 
올렸다면 라운드가 끝나거나 승점을 받는 기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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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종료

빌딩 점수 계산하여 승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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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게임동안 빌딩 마커가다른 마커가 놓인 칸에 도착하면, 
간단하게 마커를 그 위에 올려놓아 탑을 형성한다.

칩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앞에 앞면이 보이게 놓는다. 

아래의 요약표는 이 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주: 이렇게 탑은 빌딩 마커들 사이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차후에 탑에서 마커를 빼 이동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탑에 남아있을 나머지 칩들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모든 승점 라운드에서, 표시된 숫자만큼의  

         승점을 받는다. 이 칩들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게 된다.       [개수: 16x]

    플레이어가 빌딩 점수를 받을 때, 다른 종류의 점수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 칩과 같이 획득한 빌딩 점수는

    이러한 교환에 사용될 수 없다). 칩은 사용한 후 다시

    손으로 가져온다..             [2x]

 

    팔각 마커를 주사위 지역에 놓을 때, 이 칩을 사용하면  

    해당 칸을 이미 점유한 마커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다

(    마커들이 연속으로 있다면 모두 밀린다). 칩은 사용한  

    후 다시 손으로 가져온다.           [2x] 

   

     주사위 굴림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무효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사위를 다시 굴리던지 그냥  

     팔각 마커를 올리던지는 그의 결정에 따른다.

     칩은 사용한 후 다시 손으로 가져온다.          [3x]

     첫 번째 굴림 이후에, 플레이어는 검은색 주사위를  

       어떤 심볼로건 사용할 수 있다. 이 심볼은 굴림  

     결과에 추가된다. 이 칩들은 턴 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칩은 사용한 후 다시 손으로 가져온다.

     검은 주사위는 굴리는 용도가 아닌 것이다.         [3x]

     누구이건 이 칩을 받은 이는, 즉시 다음 라운드의 

     선을 결정해야 한다(선택된 자는 칼리프 타일을

     받음). 만약 라운드 동안 이 칩을 받는 이가 없다면,

     이전 라운드의 선 플레이어가 계속 선을 유지한다.

예: 승점 라운드 B(두 번째)이다. 

파랑은 '대형 천막' 컬럼에서 가장 많은 

빌딩 점수(5)를 이뤄내 8점의 보상을 

받았다. 오랜지와 녹색은 동일한 빌딩 

점수(3)를 이뤘지만 오랜지가 탑의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가 보상을 

받게 된다.

주: 이것은 보상받는 승점이 결코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대형 천막을 위한 

승점표는 게임 

보드의 해당 컬럼 

위쪽에 있다.

모든 보상이 플레이어들에서 돌아간 후,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들의 팔각 마커를 보드에서 가져온다.

보드에 남아있는 보너스 칩들은 박스로 되돌린다(제거).

선 플레이어 칩을 가진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놓는다. 

1,3,5라운드의 끝에는 표를 이용해 빌딩 점수를 계산한다.

세 번째 승점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을 종료한다.

최고의 승점을 기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다.

승점은 각 빌딩 컬럼마다 받게 된다. 누구이건 각 빌딩 

컬럼에서 가장 많은 빌딩 점수를 기록한 이는 승점 표의 

첫번째 줄의 적힌 승점을 받는다.

승점 라운드 B(3라운드 끝)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순으로 두 명, 승점 라운드 C(5라운드 끝)에서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승점을 받게 된다.

세 번의 승점 라운드 계산 시에는 보너스 칩의 점수도 

추가하여 계산한다.

만약 여러 플레이의 마커가 동일 컬럼의 동일 칸에 있을 

경우에는 낮은 곳에 위치한 마커의 플레이어가 승점을 

획득한다.

A 또는 B 라운드의 승점계산이 끝나면 다음 라운드를 

시작한다.

번역 : 펑그리얌 (http://fungry.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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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자바 변형규칙을 위한 구성물들

게임의 목적

점수를 기록하기 위한 승점 지역 (0~100)

• 게임보드 1개
   알카자바 변형규칙에서는 보드의 뒷면을 사용한다.

• 주사위 점수를 표시하는 팔각 목재 마커 30개

• 승점을 표시하는 목재 마커 6개

• 여분의 타워 타일
  이 타일로 인해 타워 타일들의
  수가 12개에서 증가한다. 

• 가죽 주사위 컵 1개

추가적인 구성물
(아래 구성물들는 '알람브라' 오리지널 게임에서 가져온다)

• 모든 빌딩 타일 54개

• 천 주머니 1개

• 각 플레이어의 시작 타일인 분수 타일들

• 각 플레이어의 보관 보드들

이 변형규칙은
 플레이어들이 기본 주사위 게임과 '알람브라' 패밀리 게임들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게임보드 1개
뒷면

빌딩지역

(위쪽)

주사위 지역

(아래쪽)

빌딩

컬럼:

대형 천막

빌딩 

컬럼:

궁전

빌딩 

컬럼:

상가

빌딩 

컬럼:

알현관

빌딩 

컬럼:

정원

빌딩 

컬럼:

탑

보너스 칩과

선 플레이어 칩을

놓는 칸

• 흰색 주사위 8개

• 선 플레이어용 칩 1개 

• 현 라운드 선 플레이어를
  표시하는 칼리프 타일(8각)
  1개 

 이 새로운 타워 타일은 당연히 '알람브라' 오리지널 게임

   에도 (추가하거나 다른 타일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타워 타일에 표시된 가격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알카자바 변형규칙에서 각 플레이어는 기본 알람브라 게임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 다만 빌딩 타일들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주사위를 사용해 구매하게 된다.

적절한 시기(점수계산할 때마다)에 자기 알함브라 지역에 
특정 종류의 건물타일 최다수를 이뤄낸 플레이어는 타일 

종류에 따른 다른 점수를 받는다. 

또한 각 플레이어는 가장 긴 외벽에 대해서도 승점를 받는다. 
각 승점 라운드에서는 이러한 승점들을 배분할 것이다. 

누구이건 게임 종료 시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하는 이가 
게임의 승자가 된다.

번역 : 펑그리얌 (http://fungry.pe.kr)



플레이 방법

게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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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보드를 테이블 중앙에 알카자바 게임용 면이 보이게 
놓는다. 각 플레이어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물을 받는다: 
게임 참여인원이

 
또한 통일된 색으로 승점 마커를 받고, 그에 덧붙여 분수 
타일과 보관 보드도 같이 받는다.

자신의 승점 마커는 승점 줄의 '0'칸에 놓는다.

8개의 흰색 주사위는 플레이를 위해 주사위 컵에 넣어둔다. 

조그마한 선 플레이어 칩을 준비한다.

누가 선을 할 것인지 뽑은 후 그에게 칼리프 타일을 
건네준다.

알람브라 오리지널 게임에서 가져온 타일들은 빌딩 컬럼의 
분류대로 서로 분리해 잘 섞는다.

나눠놓은 6종류 타일들에게서 각각 하나씩 타일을 가져와 
타일 6개짜리의 뒤집힌 타일더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타일더미 5개를 만든다.(역주: 라운드 당 한 더미씩) 

남는 빌딩 타일들과 새로운 타워 타일은 같이 섞어 주머니 
안에 넣어둔다.

게임은 5라운드를 진행한다. 각 라운드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가진 팔각 마커와 동일한 수의 턴을 갖게 된다.
모든 플레이어가 턴을 마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마커를 소유한 플레이어들이 빌딩 타일들을 상으로 받으며, 
이 타일들은 즉시 그들의 알람브라 지역에 놓게 된다.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라운드를 마칠 때에는 
보관 보드에 표시된 라운드 수와 일치하는 행에 표시된  
승점을 받게 된다.

• 5~6인 이라면 ………………… 3개의 팔각 마커
• 4인 이라면 ……………………  4개의 팔각 마커
• 2~3인 이라면 ………………… 5개의 팔각 마커

빌딩 마커 놓기와 선 플레이어 칩

첫 번째로 하나의 더미에서 빌딩 타일들을 가져와 적합한 
컬럼에 모두 볼 수 있게 앞면으로 놓는다. 

추가적으로, 각 라운드에 5개의 빌딩 타일들을 천 주머니 
에서 추가하며, 이 타일들도 모두 적합한 컬럼에 앞면이 
보이게 놓는다.

선 플레이어 칩은 주사위를 이용해 어느 빌딩 컬럼의 보너스 
칸에 놓을건지 결정하게 된다. 다섯 번째(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선 플레이어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

턴 진행

선 플레이어는 주사위들을 3번까지 굴릴 수 있으며 자신의 
마커를 기본 주사위 게임의 규칙과 동일하게 게임보드에 
올리게 된다.

선 플레이어 칩은 주사위 결과에 따라 '상가' 컬럼에 놓인다.

(5개는 한 더미에서, 6개는 천 주머니에서 가져온) 11개의 빌딩 

타일들은 적합한 위치에 분배해 놓인다.

주: 이것은 가지각색의 혼합된 빌딩 타일들이

     각 라운드에 그럴싸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 알카자바는 5개의 보너스 칸을 비워놓은 상태로 진행한다.

번역 : 펑그리얌 (http://fungry.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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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 계산

게임의 종료

다른 플레이어들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동일하게 게임을 
진행한다. 모든 플레이어가 그들의 팔각 마커들을 놓고 나면 
라운드가 종료된다.

모든 (빌딩 점수나 성벽의 점수가 동점일 때에도) 승점은 
알람브라 오리지널 게임과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매겨진다.

세 번째 승점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을 종료한다.
최고의 승점을 기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다.

주: 만약 플레이어가 세 번째 굴림을 갖기로 결정했다면, 

그 턴에는 더 이상 재설계를 할 수 없다. 

(역주: 그 턴에만. 그 라운드의 다음 턴에는 상관없음)

주: 플레이어에게는 그가 다른 빌딩 

타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승점 개관표는 각자의 보관 보드에 

정리되어 있다.

주: 선 플레이어 칩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라운드의 

선 플레이어가 계속 선을 유지한다. 주사위 한 개를 굴려 다음 

라운드에 선 플레이어 칩이 놓일 칸을 결정한다.

예: 파랑은 '정원' 컬럼에서 최고의 

결과값을 이뤄내 해당 컬럼의 

타일들 중 하나를 보상으로 받는다. 

그는 즉시 이 타일을 자신의 

알람브라 지역에 건축한다. 

마찬가지로 노랑도 보상을 받아 

남아있는 타일 중 하나를 골라 즉시 

자신의 알람브라 지역에 건설한다.

이번 보상에서 빨강은 빈 손으로 

가야 한다. (역주: 받을 수 있는 

남은 타일이 없음)

재건축

만약 플레이어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주사위 굴림 후에 
자신의 팔각 마커를 주사위 지역에 놓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잘 알려진 알람브라 오리지널의 재건축 규칙에 따라 
정확히 한 번의 재건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팔각 
마커는 주사위 지역에 올려놓을 수 없다. 대신 보관 보드에 
올리게 된다. (역주: 턴을 마쳤다는 표시로 치워두는 것임)

한 라운드의 결과

컬럼에서 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이뤄냈는지 빌딩 컬럼의 
가장 왼쪽(대형 천막)부터 차례차례로 체크한다.

가장 좋은 결과값을 가진 플레이어부터 해당하는 컬럼에서 
어떤 빌딩 타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즉시 자신의 
알람브라 지역이나 보관 보드에 건설한다.(알람브라 
오리지널의 건축 규칙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만약 선 플레이어 칩이 해당 컬럼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빌딩 타일 대신 선 플레이어 칩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칩을 가져갔다면 그는 즉시 다음 라운드의 선을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 후, 플레이어는 계산에 사용된 자신의 팔각 
마커를 되가져온다.

컬럼에 여전히 무언가(건물타일이나 선칩) 남았다면, 현재 
최고 주사위 점수를 기록한 사람이 타일을 선택한다. 같은 
플레이어가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은 빌딩 컬럼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한 계속된다.

보상이 모두 분배된 후에는 모든 남아있는 팔각 마커들을 
주인에게 되돌린다.

그러나, 만약 팔각 마커들보다 빌딩 타일들이 더 많다면, 비 
분배된 빌딩 타일들은 한 쪽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해서 
게임에서 제거한다. (역주: 한 번의 보상 후에 팔각 마커가 
타일보다 많다면 타일을 버리기에 또 보상받을 수 없음)

1, 3, 5라운드의 끝에는 표를 이용해 빌딩 점수를 계산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한다. (역주: 1,3
라운드는 승점계산 후 다음 라운드 시작)

번역 : 펑그리얌 (http://fungry.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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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플레이를 위한 변형규칙

• 

•

•

특별한 경우들

2인이 플레이를 할 때에는 -이것도 알람브라 오리지널과 
비슷한 경우이다- 제 3의 가상 플레이어가 등장한다. 
이를 알람브라 오리지널 게임과 같이 '더크'라 칭하겠다.

첫 주사위 굴림에서 동일한 8개의 주사위 심볼을 포함해, 
동일한 9개의 주사위 심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검은 색 
주사위 추가 보너스 칩을 사용해야만 가능) 

플레이어가 빌딩 점수를 12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 
그의 빌딩 마커는 마지막 칸에 남겨둔다. 이것과 
동일하거나 더 넘어가는 빌딩 포인트는
잃어버린다. 
(역주: 최대점수가 12점이라는 뜻)

팔각 마커가 마지막(가장 아래) 칸에서 밀려 (이미 점유되 
있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보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해당 마커를 제거하며 그 라운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자리가 2등 자리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기본 주사위 게임

게임 준비 시 더크는 5개의 팔각 마커, 6개의 빌딩 마커, 
그리고 1개의 승점 마커를 동일한 색으로 받는다.

각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더크의 마커 놓아두기

각 라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크의 팔각 마커를 주사위 
지역에 놓아둔다. 주사위를 굴려 심볼에 해당하는 컬럼에 
더크의 첫 번째 마커를 놓고 다른 마커들은 아래의 지시에 
따른다:

1st stone…right-hand 2-field in the column determined by the dice 
2nd stone…right-hand 3-field of the column to the right of this 
3rd stone…right-hand 4-field of the column to the right of this 
4th stone…right-hand 5-field of the column to the right of this 
5th stone…right-hand 6-field of the column to the right of this. 

If in doing the above a marker stone is at some 
time placed on the towers, the next is placed in the 
pavilions. 

더크부터-다른 선수들도-5개의 팔각 마커만을 사용하며, 
그렇기에 한 컬럼에는 더크의 마커가 놓이지 않는다.

라운드의 결과

라운드의 결과를 적용할 때, 더크 또한 빌딩 점수를 받게 
된다. 만약 더크가 최고의 결과를 이뤘다면 그는 항상 빌딩 
점수 2점을 보상받는다.

만약 더크가 선 플레이어 칩을 받는 경우,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 선이 아니였던 플레이어를 선으로 결정한다.

만약 더크가 보너스 칩을 받는 경우, 그는 오직 숫자가 
적힌 칩만 받는다. 다른 보너스 칩들은 게임에서 제외한다. 

승점 받기

승점 계산 시, 더크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같이 빌딩과 
보너스 칩에 대한 승점을 받는다.

알카자바 변형규칙

게임 준비 시 더크는 5개의 팔각 마커와 1개의 승점 

마커를 동일한 색으로 받는다.

각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더크의 마커 놓아두기

(2페이지에서 언급한대로) 라운드의 시작 시, 한 더미에서 

나온 모든 빌딩 타일을 분산시킨다. 천 주머니에서 무작위 

로 뽑아오는 5개의 타일들도 적합한 컬럼에 배치한다.

더크의 팔각 마커들도 아래의 규칙에 따라 해당하는 컬럼에 

정확히 놓는다:

In the column of the building tile, which was 
chosen first a marker stone is placed on the 
right-hand 2-field In the second it is placed on the 
right-hand 3-field, 
in the third, on the right-hand 4-field,
in the fourth, on the right-hand 5-field,
In the fifth, on the right-hand 6-field.

라운드의 결과

더크가 빌딩 타일을 받는 경우, 그는 바닥에 가장 가까운
(주사위 지역으로 가까운) 타일을 골라온다. 이 타일은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

알카자바 변형규칙을 이용해도 양 플레이어가 더크를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역주: 바닥 타일이 
별로라면 1등을 시켜야죠;)

승점 받기

더크는 오직 최다 빌딩 건축 점수만 받는다.

주: 더크의 몇몇 마커가 동일한 컬럼에 놓이는 것도 가능하다.

번역 : 펑그리얌 (http://fungry.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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