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ld! 골드!
 

8세 이상의 황금을 갈망하는 플레이어 2-3명을 위한 게임
 
황금! 황금! 끝도 없이 보이는 황금. 황금 당나귀는 곁에 두기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고집스러운 짐승들은 

또한 당신의 집을 거덜 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물
6가지 색깔의 카드 60장 (초록색과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각 색깔에는 숫자 -2의 당나귀 카드 3장과 숫자 3, 3, 4, 5, 6, 7, 8의 황금 카드 7장씩 있습니다. 

본 규칙서
 
게임 아이디어
플레이어들은 황금 카드들을 모아서 가능한 한 많은 승점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당나귀 카드들은 그림 형제 동화의 당신에게 

황금 세레를 퍼붓는 황금 당나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 당나귀들을 다 없애지 않는 플레이어들은 그 고집스러운 

동물들로 난관에 부딪쳐서 점수를 잃을 것입니다.

 
게임 구성
2인 게임에서, 덱에서 각 색깔의 당나귀 카드 1장씩 제거해서 상자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 이 카드들은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플레이어에게 서로 다른 색깔의 당나귀 카드 1장씩 주십시오. 그 카드가 잘 보이도록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앞에 자신의 

카드를 놓아야 합니다. 게임의 시작 시에, 그것은 자신의 타블로가 됩니다.

 

중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손에 어떠한 카드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자신의 카드들을 색깔로 구분해서 쉽게 보이도록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카드들을 섞어서 테이블의 가운데에 뒤집어 놓은 뽑는 더미로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뽑는 더미의 맨 위에 있는 카드 
2장을 뽑아서, 보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뽑는 더미의 맨 위에 있는 카드 5장을 공개해서 테이블의 가운데에 앞면이 보이도록 서로 나란히 놓으십시오. 
이것은 제공소의 카드들입니다.
 
게임 진행
진행은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자신의 턴에, 플레이어는 다음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카드 가져오기

플레이어는 제공소에 있는 카드들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가 여러 장 있다면 그는 그것들 중에서 자신이 가져오길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제공소가 빨간색 당나귀 카드와 초록색 당나귀 카드, 초록색 4, 파란색 8을 포함합니다. 베른드는 카드 1장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그는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 1장만 가져올 수 있어서 그는 빨간색 당나귀 카드와 초록색 당나귀 
카드 (숫자 -2의 두 카드) 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록색 당나귀 카드를 선택해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B. 카드 맞교환하기

이 행동은 다음처럼 수행될 수 있을 때에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권 1: 플레이어는 자신의 타블로에 있는 황금 카드 1장을 가져와서 제공소에 추가합니다. 대신에, 그는 제공소에 
있는 더 낮은 숫자의 황금 카드 1장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예: 제공소는 빨간색 당나귀 카드와 초록색 4, 파란색 8을 포함합니다. 더크는 카드 1장을 맞교환하길 원합니다. 
그는 파란색 6을 제공소에 추가하고 대신에 초록색 4를 가져옵니다. 그는 빨간색 당나귀 카드 또는 파란색 8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 2: 플레이어는 자신의 타블로에 있는 당나귀 카드 1장을 가져와서 제공소에 추가합니다. 대신에, 그는 
(제공소에 있는) 자신이 선택한 황금 카드 1장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예: 제공소는 빨간색 당나귀 카드와 파란색 6, 파란색 8을 포함합니다. 클라우스는 카드 1장을 맞교환하길 원합니다. 
그는 초록색 당나귀 카드 1장을 제공소에 추가하고, 대신에 파란색 8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그는 
또한 파란색 6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빨간색 당나귀 카드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 제공소에 있는 당나귀 카드들은 행동 A (카드 가져오기)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행동 B 
(카드 맞교환하기)를 통해서 당나퀴 카드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행동 B (카드 맞교환하기)를 수행할 때 숫자-3의 황금 카드들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역자 주: 제공소로 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카드가 규칙에 맞게 교한될 수 있는 더 낮은 숫자의 황금 카드가 없습니다.

 
세트 점수계산
같은 색깔의 카드 3장은 세트가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수행한 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타블로에 세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점수계산 해야 합니다. 보너스로, 그는 먼저 상대의 타블로에 있는 카드 1장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 그는 자신의 타블로에 이미 있는 (그가 타블로에 카드 1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색깔의 카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중요: 그는 또한 그가 점수계산 하고 있는 색깔의 카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플레이어도 자산의 타블로에, 그 플레이어가 규칙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플레이어는 

보너스 카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플레이어는 자신의 세트인 카드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 옆에 있는 뒤집어 놓은 점수 더미에 
추가합니다. 플레이어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들은 안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 자신의 행동 이후에, 클라우스는 자신의 타블로에 빨간색 카드 3장과 파란색 카드 1장, 초록색 카드 1장을 가지고 있어서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상대에게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초록색이 아닌 카드 1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베른드에게서 주황색 6을 가져와서 자신의 타블로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빨간색 카드 3장을 가져와서 자신의 
점수 더미에 뒤집어서 추가합니다.
 
제공소에 카드 없음
플레이어가 제공소에 있는 마지막 카드를 가져오면 그는 보통 때처럼 자신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카드 
5장이 뽑는 더미에서 공개되어서 새로운 제공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어의 턴입니다.
 
색깔 점수계산
마지막 카드 5장이 뽑는 더미에서 공개되면 “그랜드 파이널"이 시작됩니다. 일단 제공소에 있는 마지막 카드를 가져갈 
때까지 게임은 보통 때처럼 진행됩니다. 그 플레이어의 턴이 끝난 후에, 플레이어들의 타블로에 대한 색깔 점수계산이 
수행됩니다. 각 색깔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타블로에 있는 카드 숫자들을 합쳐서 비교합니다. 각 색깔은 따로 
계산됩니다. 한 색깔에서 가장 높은 총합을 가진 플레이어가 자신이 소유한 그 색깔의 가장 높은 숫자의 황금 카드를 자신의 
점수 더미로 추가합니다. 그 색깔의 나머지 카드 모두와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그 색깔 카드 모두는 버려집니다. 동점인 
경우에, 동점인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소유한 그 색깔의 가장 높은 숫자의 황금 카드를 자신의 점수 더미에 추가합니다. 
어떠한 플레이어도 특정한 색깔의 황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색깔은 점수계산 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각 색깔의 당나귀 카드들은 버려집니다.
색깔 점수계산 이후에 최좀 점수계산이 일어납니다.
 
예: 먼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빨간색 카드들을 비교합니다. 클라우스는 6을, 더크는 8과 -2를 가지고 있고, 베른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클라우스와 더크 모두 총합 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자신의 가장 높은 숫자의 
빨간색 카드를 자신의 점수 더미에 추가합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빨간색 6을, 더크는 자신의 빨간색 8을 추가합니다. 
베른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초록색 카드들을 비교합니다. 클라우스는 당나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더크와 베른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플레이어도 초록색 황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색깔은 점수계산 되지 않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초록색 당나귀 카드를 버립니다.
그 뒤에 플레이어들은 나머지 색깔들을 점수계산 합니다.
 
최종 점수계산
이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 모두의 숫자들을 더해서 자신의 승점을 셉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인 경우, 승자는 자신의 점수 더미에 더 많은 카드를 가진 동점인 플레이어입니다. 여전히 

동점인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함께 승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