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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thern US map (미국 남부 지도를 위한 규칙)

준비

모든�마을에� 1� penny� 씩� 놓아둡니다.� (역주:� 이것은�목화밭에서�생산하던�면직물을�나타내는�듯합니다)

Atlanta에� 4� 개의� 상품� 큐브를� 놓고,� Charleston,� Savannah,� Mobile� 및� New� Orleans에는� 상품� 큐브� 3�

개를�놓습니다.

다른�모든� 도시에는� 1� 개의�상품� 큐브를�배치합니다.

액션

면직물이�있는�마을이�도시화되면�기존� penny가� 신도시에�배치됩니다.� (제거하지�않습니다)

상품�수송

penny� 는� Charleston,� Savannah,� Mobile� 및� New� Orleans� 이렇게� 4� 개� 주요� 항구� 중� 하나에� 진입하면�

수송을�끝내야�합니다.

penny� 는� 소득� +� 1� 의� 추가� 보너스를�제공합니다.

수송이�끝난� penny는� 게임보드에서�제거합니다.

도시�성장

1-4� 턴에는,� Atlanta는� -상품� 현황판에서� 나오는� 상품� 큐브와는� 별도로-�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상품� 큐브� 1개

를� 뽑아�도시� 위에� 배치합니다.

소득�감소

4� 턴에는,� 수입� 감소를�두�배로� 계산합니다.

감사의�말

Copyright� J.� Bohrer,� 2013,� All� Rights� Reserved.� "Age� of� Steam"� is� a� Registered� Trademark� (Reg.�

No.� 3,622,075)� of� Winsome� Games� and� is� used� unde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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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stern US map (미국 서부 지도를 위한 규칙)

준비

각� 도시에� 상품� 큐브� 2개씩을� 무작위로� 놓고,� 각� 마을에도� 상품� 하나씩을� 배치합니다.� 이러한� 게임� 준비� 시�

모든� 상품� 큐브를� 주머니에� 넣어둔� 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을이� 도시화� 된� 경우,� 해당� 마을의� 상품은� (있는�

경우)� 보드에서�제거하고�상품�주머니로�되돌립니다.

각� 플레이어는� 20� 달러로�게임을�시작하며�주식은� 2� 주를� 발행합니다.� 여분의� $� 10는� 개인�재산입니다.�

당신은�이� 게임에서�제국의�철도� 건설을�지휘하는�남작이�됩니다.

상품�수송

한�마을의�상품은�도시의�상품인�것처럼�도시로�이동할�수� 있습니다.� 마을의�상품은�보충하지�않습니다.

동부� 도시에서� 서부� 도시로� (또는� 그� 반대로)� 상품을� 이동하면� 사용한� 선로� 중� 하나에� 대해� 1� 달러의� 보너스

가�발생합니다.� 활성화�선수가�보너스� $� 1을� 받을� 선로를�결정합니다.

동부의� 도시는� Duluth,� Minneapolis,� Des� Moines,� St� Louis,� Memphis,� Vicksburg� 그리고� New� Orleans

입니다.� Kansas� City가� 도시화되면� 동부� 도시로� 간주합니다.� 서부� 도시는� Seattle,� San� Francisco� 그리고�

Los� Angeles입니다.� Portand� 또는� San� Diego가� 도시화�된� 경우� 서부�도시로�간주합니다.

철도�건설

철도는� 서부� 또는� 동부의� 출발� 도시� 중� 하나에서� 건설을� 시작해야� 합니다.� (Denver,� Salt� Lake� City� 또는� 새

로� 도시화된�도시는�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늪과�강은� $� 4� 의� 건설비용을�소비합니다.� 산은� $� 5� 의� 건설비용을�소비합니다.

서부�출발� 도시� 중� 적어도� 하나가�동부� 출발� 도시� 중� 최소한� 하나에� 연결될�때까지� 모든� 철도� 트랙은�인접해�

건설해야�합니다.

동부� 출발� 도시는� Duluth,� Minneapolis,� Des� Moines,� St.� Louis,� Memphis,� Vicksburg� 그리고� New�

Orleans입니다.

서부�출발� 도시는� Seattle,� San� Francisco와� Los� Angeles입니다.

서부� 출발� 도시� 중� 하나가� 동부� 출발� 도시� 중� 하나에� 연결되었다면,� 드디어� 대륙� 횡단� 철도가� 실현된� 것입니

다!� 도시가� 한� 명의� 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철도는� 즉시� $� 4� 의� 소득� 증가를� 받습니다.� 도시가� 두� �

명의� 선로로� 연결된� 경우,� 두� 선로는� 각각� $� 2� 의� 즉각적인� 소득� 증가를� 받습니다.� 도시가� 두� 명을� 초과한�

선로로�연결되어�있는�경우,� 연결된� 선로� 타일을�배치한�플레이어들은� 어느� 선로가� $� 2� 의� 즉각적인�소득�증

가를�받을지�선택합니다.

승리

동점은�불가능합니다!� 플레이어가�동점일�경우,� 아래� 순서대로�높은�이가�승리합니다.

1.� 가장� 많은�돈� /� 2.� 가장�많은� 트랙� /� 3.� 이것까지�동점이라면�주사위를�굴리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