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 Race
발번역:뱅뱅뱅

[구성물]

 · 2장의 양면 보드.

 · 차 피겨 6 개 (빨강 파랑 노랑 보라색 검정 녹색 각 1 개씩).

 · 차 카드 6 장 (빨강 파랑 노랑 보라색 검정 녹색 각 1 장씩).

 · 이동 카드 48 장.

 · 지폐 120 장.

 · 핏스탑 카드 18장.

 · share baord 6 장.

 · 레이스 마커, 스탠드 36 개.

 · 배팅 마커 18 개.

 · 핏스탑 카드 18장.

 · 설명서.

[단계의 간략]

 1) 모든 이동 카드를 플레이어 수만큼 나누어 배부한다.

 2)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동 카드를 보고, 이길 차량을 예상하고 경매를 하여 차량을 입수한다.

 3) 이동 카드를 1 장씩 내고, 자신의 차량에 유리하도록 차를 진행시켜 나간다.

  3') 추가 규칙: 레이스 중에 우승 할 것 같은 자동차를 예상한다.

 4) 레이스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진다.

  4') 추가 규칙 : 우승 이외에 중간 예상 결과에 따라 상금이 주어진다.

 5) 여러 라운드의 레이스(권장되고있는 것은 3 레이스)를 하고, 소지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게임 준비]

 - 각 플레이어는 200,000 달러씩 받는다 · 이동 카드를 잘 섞어 각 플레이어에게 균등하게 나눈

다. 5인 플레이의 경우 3장이 남는데 이 카드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동 카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한다. 

[게임 진행 1 : 차 경매]

 -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동카드를 보고 우승 차량을 예상한다.

 · 뒤집어 놓은 자동차 카드를 넘긴다. 이것이 앞으로 경매 될 차량이다.

· 경매는 최소 금액 10,000달러 + 10,000 달러 단위로 행해진다.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금액을 말한다.)

· 최고 금액의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고 자동차 카드와 자동차 피겨를 가져간다. 자동차 카드는 다

른 플레이어에게 보이게 자신의 앞에 놓아둔다. 자동차 피겨는 레이스 맵의 시작 위치에 둔다. 이

미 다른 차량이 있는 곳에는 둘 수 없다.

 · 뒤집어 놓은 남아있는 자동차 카드를 넘겨, 같은 순서로 경매를 실시한다.

 차량 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경매는 진행된다. 만약 자동차 값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면 뒤집어져 

있는 자동차 카드 하단에 넣는다. 다른 차 경매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경매한다.

○주의 사항

 - 각 플레이어는 적어도 하나의 자동차를 플레이 한다.

 (4 명의 경우 1 명이 3 대, 나머지 3 명이 각 한대로 두 대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이 없습니다. 금지된다고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된다).

 - 아직 차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미 차를 가진 사람은 남은 차가 아직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2 명, 나머지 차량 3 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매

에 참가할 수 있다. 차를 가진 사람이 2 명, 남은 차가 2 대인 경우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경매에

서 이겨 버리면 차를 하나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차를 가진 사람은 경

매에 참여할 수 없다.

 * 마지막 경매 때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 경매는 행해지지 않고 대신에 

30000 달러로 그 차를 얻을 수 있다.

[게임 진행 2 : 레이스]

 · 레이스는 마지막 차량을 얻은 사람 (마지막 빨간 화살표에 차를 둔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

작된다.

 · 이동 카드를 내고 카드에 그려진 차를 카드에 있는 수 만큼 전진시킨다. 한 번 사용한 카드는 

디스카드 한다. 이 후 사용되지 않는다.

 · 차는 전진시킬 수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무조건 전진시켜야한다.

 · 차는 카드에 그려진 차 차례로 달린다.

 · 차는 똑바로 또는 대각선 전에만 진행할 수있다. 또는 옆이나 뒤쪽에 진행한다.

 (곡선 부분은 인코스와 아웃코스의 칸 수가 다르다. 상대방 차를 움직이게 할 때는 인코스와 아웃

코스를 대각선 이동하며 적게 가게 만들 수 있다.)



 * 다른 차량의 칸에 진입할 수 없다. 다른 차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멈춘다. 이미 그런 상황이라

면 그 자리에 머문다.

 ·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차량은 달릴 필요가 없다.

○ 이동 카드

 * 흰색 차는 조커. 카드를 낸 사람이 그 카드에 이미 그려진 차량 이외의 차량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차량과 앞에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지정해도 상관없다).

 · 예 (파랑6 흰색4 검정2 빨강1 의 카드) - 먼저 파란색 차를 6만큼 달린다. 다음 흰색은 이미 

파랑 흰색 빨강은 카드에 있으므로 나머지 차량 (녹색 보라색 노란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4 칸 달

린다. 검정색 차량을 2칸 이동한 후에 마지막으로 빨간색 차를 1 칸 이동하고 종료한다.

○ 특수 이동 카드 

 · 숫자가 없고 두 대의 차량이 화살표로 연결되어있는 카드가 3 장 있다. (파랑 <-> 빨강, 녹색 

<-> 보라색, 검정 <-> 노란색 각 1 장씩)  

 사용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카드를 낸 사람이 두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한다.

1) 스퍼트

 카드에 적혀있는 2 대의 차 중 뒤에 있는 차를 다른 차량의 바로 옆 위치까지 전진시킨다. 도중에 

코스가 다른 차량으로 막힌 경우에는 막힌 곳 까지만 간다 .

 2) 펑크

 카드에 적혀있는 2 대의 차 중 앞에 있는 차가 펑크가 나서 멈추게 된다. 이 차량을 일단 코스 밖

으로 (나중에 그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치 바로 옆에 놓아 두는 것이 좋다) 빼고 차량

을 전진시킬 수 없다. 이 후 이동 카드의 지시는 무시한다. 그려져 있는 색의 뒤에 차가 펑크난 차

량이 있던 장소를 넘은 시점에 코스에 복귀하여 전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확하게 언제 복귀할지 (1 개의 카드 처리가 모두 끝난 단계로 복귀할지 카드 처리 도중에도 뒤

에 차가 앞차가 있던 부분을 넘은 시점에서 복귀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를 들

어보면 파란색 차카 펑크중이였고 빨간색 차를 가진 플레이어가 빨간차5 파란차4 의 이동 카드를 

냈다. 빨간차는 5를 가는 중 펑크난 파란차를 지나쳐 갔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차도 4만큼 이동해

야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게임 끝내기]

 • 1 위는 200,000달러, 2 위 부터는 순서대로 150,000달러, 100,000달러, 60,000달러, 30,000달

러, 10,000달러가 주어진다.

 ▪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이 모두 결승선을 통과 했다 하더라도 이동 카드는 내야 한다.

 * 5 위 차가 결승선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레이스 종료. 남은 차가 자동으로 6 위가 된다.

 * 모든 이동 카드를 내놓아도 끝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위치에 따라 순위가 붙여진다.

 · 몇 번의 레이스를 하여 돈이 많은 사람의 승리. 3 레이스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추가 규칙 : 중간 배팅 룰]

 · 레이스 전에 레이스 예상 카드(핏스탑 카드 뒷면) 1 장씩 배포한다.

 · 레이스에 맵 앞의 차가 "1TIP" "2TIP" "3TIP" 라인을 통과 때마다, 레이스를 일시 중단하고 각 

플레이어가 우승할 것 들어갈 것 같은 차량을 1 대 예상하고 남이 보이지 않게 "1TIP" "2TIP" 

"3TIP"란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도록 배팅한다.

 · 레이스가 종료 결과가 나오면 각 단계에서 배팅한 결과에 따라 상금을 더 받거나 지불한다. 받

거나 지불할 금액은 카드에 명시되어 있다.

주 : 나머지 추가룰에 대해서는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탑레이스는 중간배팅룰까지만 넣어서 하는게 가장 재밌다는 평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