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

일꾼의 경험치만큼 
금을 받습니다.

일꾼 캠프

시민 한 명을 경험치 1의 견습 일꾼으로 
만들어  첫 번째 대기소(두 개의 대기소 중 
왼쪽)로 이동시킵니다. 

시장 (일꾼 경험치 관련)

플레이어 보드 우측에 있는 시세에 따라 
자신의 자원과 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교환 횟수는 일꾼의 경험치 만큼이고, 
자원을 금으로, 혹은 금을 자원으로 교환하는 
것을 1회로 칩니다. 

목재소

일꾼의 경험치만큼 
나무 큐브를 받습니다.

채석장

일꾼의 경험치만큼 
돌 큐브를 받습니다.

대리석 채굴장

일꾼의 경험치만큼 
대리석 큐브를 받습니다.

대장간

일꾼의 경험치만큼 나무 큐브들을 
같은 수의 무기 큐브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자신이 소유한 도시 타일 두 개마다 
행복 지수가 한 칸씩 올라갑니다. (
도시에 놓인 자신의 마커 수를 세면 
됩니다.)

일꾼 양성소 

(라운드 정리 단계 때 사용)

이 타일을 소유한 플레이어에게 돌 큐브 한 개를 
주면 첫 번째 대기소에 있는 견습 일꾼을 곧장 현역 
일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럼 

자신의 모든 현역 일꾼 (견습 일꾼은 
제외) 한 명마다 금 2개씩 받습니다.

교황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 타일 
갯수만큼 금을 받습니다. (도시에 
놓인 자신의 마커 수를 세면 됩니다.)

일꾼 합숙소

 (라운드 중 사용)

라운드 당 한 번, 자신의 차례때 이 타일을 소유한 
플레이어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자신의 은퇴한 
일꾼 한 명을 경험치 6의 현역 일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아 여신의 신전

자신의 모든 현역 일꾼 (견습 일꾼은 
제외) 한 명마다 2점씩 받습니다.

머큐리의 신전

자신이 갖고 있는 대리석 큐브 한 
개마다 2점, 무기 큐브 한 개마다 2
점씩 받습니다. 점수를 받을때 이 
큐브들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

자신의 모든 은퇴 일꾼 한 명마다 
행복 지수가 두 칸씩 올라갑니다. (
일꾼 합숙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은퇴 일꾼도 포함)

플루투스의 신전

자신이 갖고 있는 나무 큐브 한 
개마다 1점, 돌 큐브 한 개마다 1
점씩 받습니다. 점수를 받을때 이 
큐브들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폴로의 신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 타일 한 
개마다 1점씩 받습니다. (도시에 
놓인 자신의 마커 수를 세면 됩니다.)

비너스의 신전

현재 자신의 행복 지수에 따라 
대응되는 점수를 받습니다.

군사 주둔지

공개된 성벽 타일의 건설 비용을 지불하고, 
성벽 점수를 받습니다. 이전에 지어놓은 
성벽(들)이 있다면 개당 3점씩 추가로 
받습니다. 건설한 성벽은 뒤집어서 자신의 
기존 성벽들 옆에 놓습니다. 건설 후 새로운 
성벽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시 타일 상세 설명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타일 (일꾼 경험치와 
연관)

행복지수를 얻을 수 있는 타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원들

특수 도시 타일 (일꾼을 올려놓지 않음)

일꾼 캠프, 시장, 군사 주둔지

금을 얻을 수 있는 타일

개선문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건설시 높은 점수를 
줍니다.

동상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건설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기능이 없는 도시 타일



프로모션 도시 타일

요새

총애 점수 4점, 금 2개, 행복 지수 +1
을 받습니다.

원로원

다음 턴 순서 단계때 이 건물을 사용한 
플레이어의 마커를 턴 순서의 첫 
번째에 놓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점수에 따라 배치합니다.

마르스의 사원

자신의 모든 은퇴 일꾼 한 명마다 6
점씩 받습니다. (일꾼 합숙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은퇴 일꾼도 포함)

프로모션 타일들은 기본 게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타일에 대한 문의는 http://boardm.co.kr 로 해주세요.
프로모션 구성품을 게임에 추가할 경우 규칙은 기본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빠른 규칙 요약

준비

•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도시 타일을 선택합니다.
• 테이블 위에 초기 도시 타일들을 배치합니다. 도시 

타일 더미, 성벽 타일 더미, 공용 보드, 자원들을 그 
옆에 놓습니다.

• 각 플레이어들은 개인 보드를 받아서 어느 면(
초보,숙련자)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색깔을 하나 
골라 해당하는 주사위들과 마커를 받습니다. 

• 각 플레이어는 현역 일꾼 세 명(경험치 1, 2, 3)
과 금10개, 나무 4개, 돌 3개, 대리석 2개, 무기 1
개로 시작합니다.

• 각 플레이어는 행복지수 0에 마커를 놓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광산 타일 위에도 
마커를 하나씩 놓습니다.

• 한 플레이어가 점수 트랙 10점에 마커 하나를 놓고 
시계 방향으로 다음 사람부터 9,8,7..에 놓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역순으로 턴 순서 트랙에도 하나씩 
놓습니다.

라운드 구성

I. 턴 순서 단계 : 현재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부터 
이번 라운드의 선이 됩니다.

II. 행동 단계

턴 순서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다음 행동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 현역 일꾼을 사용해서 도시 타일을 건설합니다.
• 현역 일꾼을 사용해서 건설된 도시 타일을 

사용합니다.
• 특수 도시 타일을 사용합니다. (일꾼 사용 X)

III. 정리 단계 

모두가 패스하면 일꾼들을 데려오고 조건에 따라 
경험치를 올립니다.
• 도시 정리 (마지막 라운드때는 하지 않습니다)
: 도시 타일 보충 (플레이 인원수 +1)
: (있을 경우) 성벽 타일 제거 후 1개 추가

 마지막 라운드 조건 확인 (도시 타일 혹은 성벽 타일 
소진)

IV. 최종 점수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 현역 및 견습 일꾼의 현재 경험치만큼 점수 획득
• 행복 지수에 따른 점수
• 모든 자원을 금으로 환산한 후, 금 10개당 1점
• 승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