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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분8세 이상2-3인

진행 시간권장 연령플레이어의 수

티켓 투 라이드™ 한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2000년 배경의 공격적이
고 빠른 속도의 커스텀 확장입니다.

이 규칙서는 한반도 커스텀 맵에서 게임 진행이 특별하
게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당신이 티켓 투 라이드: 노르
딕 국가들에서 소개된 규칙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게임은 확장이라서 당신은 이전 티켓 투 라이드 버전에서 다음 게임 부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가져온, 팀마다 정해진 열차 45개와 그 색깔과 일치하는 점수 마커들:

- 티켓 투 라이드 또는 또는 티켓 투 라이드 유럽

다음에서 가져온 열차 카드 110장:

- 티켓 투 라이드 또는 티켓 투 라이드 유럽, USA 1910 확장

일차와 이차 목적지 티켓

이 확장은 일차 목적지 티켓 16장과 이차 목적지 티켓 30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시작 시, 각 플레이어는 일차 목적지 티켓 2장씩과 이차 목적지 티켓 3장씩 받고, 1장의 일차 목적지 티
켓과 1장 이상의 이차 목적지 티켓을 가져야 합니다. 게임의 시작 시에 포기했거나 나눠주지 않은 일차 목적지
티켓들을 보지 않고 게임 상자에 되돌려 놓습니다. 게임의 시작 시 또는 게임 중반에 새로운 목적지 티켓들을 뽑
아서 포기한 이차 목적지 티켓들은 게임에서 제거하고 게임 상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게임 도중, 플레이어가 추가 목적지 티켓을 뽑길 원한다면 그는 새로운 이차 티켓 3장을 뽑아서, 그 중에서 최소
1장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한 티켓들은 게임에서 제거하고 게임 상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중 루트, 기관차 카드, 페리와 터널

티켓 투 라이드: 노르딕 국가들의 관련 부분들을 보십시오. 특히 기관차 카드에 한 규칙들은 다른 맵들과 다릅
니다!

군사분계선 건너가기

중부 지방에 있는 몇몇 루트들은 회색 점선인 군사분계선과 닿아 있습니다. 그러한 루트를 성공적으로 점유할 때
마다 왼쪽 플레이어는 막 그 루트를 점유한 플레이어의 목적지 티켓의 반(반올림)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보고 (다
른 플레이어들에게 비공개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줍니다. 그 왼쪽 플레이어는 그 카드들에 한 어떠한
것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행열차 타기

게임 도중 1번, 플레이어는 (기관차 카드에 한 체 카드가 없는) 기관차 카드의 세트를 내서 페리나 터널 루
트를 점유하면 그는 즉시 그 루트에 한 2배 점수를 얻기 위해 자신이 방금 급행 열차를 탔다고 선언할 수 있습
니다. 그 루트에 있는 각 열차는 옆으로 눕혀서 놓입니다. 기관차 카드들은 페리나 터널 루트에 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게임 종반 보너스
목적지 티켓을 가장 많이 완수한 플레이어는 세계여행자 보너스 카드를 받고 자신의 점수에 10점을 추가합니다. 
동점인 경우, 동점인 플레이어 모두 10점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