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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o Gigli & Flaminia Brasini

탐
험의 시대에 리스본, 포르토, 포르투갈 최초의 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코임브라 등 포르투갈의 
대도시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임브라의 세력가 수장인 당신은 도시 성장의 반대급부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당신은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회 의원의회 의원,  상인상인,  성직자성직자,  학자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의 지지를 받기를 위함이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득을 늘리고, 경비대를 고용하며, 학문발전을 장려하고, 
수도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항해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게임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들 액션간의 상승효과를 활용하는 플레이어만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독특한 주사위 드래프트와 배치 시스템은 유능한 시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흥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고른 주사위는 플레이 순서와 뇌물비용뿐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입의 종류에도 관여합니다.

4라운드를 마치면 최종 승점 계산을 합니다. 게임 종료 시에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2

3

3

2

1

4

2

3

?

영향력 트랙에서 
당신의 영향력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두 배한다.

6

무스카트

2

게임구성물게임구성물

56 인물 카드

14 x 의회 의원 14 x 상인 14 x 성직자 14 x 학자

8 마커

각 플레이어 
색상당 2

4 순례자

각 플레이어 
색상당 1

각 플레이어 
색상당 25

4 사자

각 플레이어 
색상당 1

4 호의 타일

4 왕관 토큰

4 영향력 승점 
계산 타일

앞면: 2/3인 게임

뒷면: 4인 게임

5 주사위 토큰

1 보정
  타일

12 주사위 홀더 100 디스크

각 플레이어 
색상당 3

각 인물 카드는 다음 4가지 직업 중 하나입니다. 

각 인물 카드 뒷면은 3가지 중 하나입니다.

1 게임 보드 4 플레이어 보드 24 수도원 15 항해 카드

3 x

3 x

3 x

3 x

1 x 8 x

8 x 24 x 24 x

12 x

4 x

각 플레이어당 1개

13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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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째에서 
초과한 인물 카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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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르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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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트랙에서 
당신의 영향력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두 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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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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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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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게임 준비

도시 지역:도시 지역:
성성

도시 지역:도시 지역:
도시 북부도시 북부

도시 지역:도시 지역:
도시 중부도시 중부

도시 지역:도시 지역:
도시 남부도시 남부

1.  테이블 중앙에 
게임 보드를 
놓습니다.

5.  항해 카드를 섞고, 무작위로 6장을 
뽑아 게임 보드 하단에 있는 항해 카
드 칸마다 1장씩 앞면으로 놓습니다. 
 
남은 항해 카드는 상자에 넣습니다.  

4. 주사위 토큰 5개를 준비합니다.

• 4인 게임:  
5개의 주사위 토큰은 상자에 넣습니
다. 이 토큰들은 4인 게임에서는 사
용하지 않습니다.

•  3인 게임:  

 토큰 하나를 게임 보드의 도시 
북부에 놓습니다.  

  토큰을 도시 중부에 놓습니다. 

  남은  하나를 도시 남부에 놓습
니다.

 와  토큰은 상자에 넣습

니다.

• 2인 게임:  

 하나와  토큰을 게임 보드
의 도시 북부에 놓습니다.

  와 남은  토큰 하나를 도
시 중부에 놓습니다.

 토큰을 도시 남부에 놓습니다.

2.  수도원을 뒷면에 따라 분류하여 각 더미(Ⅰ, Ⅱ, Ⅲ)를 만듭니다. 각 더미를 따로 섞어 게임 보드 옆에 뒷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3.  영향력 승점 계산 타일 4개를 섞고 4개의 
영향력 트랙 위의 영향력 승점 계산 칸마
다 무작위로 1개씩 놓습니다. 현재 플레이 
인원과 놓인 각 타일 면(2/3 또는 4)이 일
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Ⅰ-더미에서 타일 8개를 뽑아 무작위
로 순례 지도 위의 파란색 수도원 칸
(Ⅰ)마다 1개씩 앞면으로 놓습니다.

다음 Ⅱ-더미에서 타일 4개를 뽑아 무
작위로 순례 지도 위의 회색 수도원 
칸(Ⅱ)마다 1개씩 앞면으로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Ⅲ-더미에서 타일 2개를 
뽑아 무작위로 순례 지도 위의 붉은
색 수도원 칸(Ⅲ)마다 1개씩 앞면으
로 놓습니다.

남은 수도원은 모
두 상자에 넣습니
다.

2인 게임에서2인 게임에서
주사위 토큰 배치주사위 토큰 배치

플레이어플레이어
순서 깃발순서 깃발

수도원 칸수도원 칸

시작 칸시작 칸

승점 트랙승점 트랙

항해 카드 칸항해 카드 칸

순례 지도순례 지도

영향력 승점 계산 칸영향력 승점 계산 칸

영향력 트랙영향력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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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병 트랙경비병 트랙

코인 트랙코인 트랙

7.  각자 색상을 선택하고 구성물을 받습니다.

• 각자 앞에 놓는 플레이어 보드

•  플레이어 보드의 나무문 
칸에 놓는 주사위 홀더 3개

•   플레이어 보드의 경비병 트랙과 코인 
트랙의 7칸에 놓는 2개의 마커

• 게임 준비 중에만 플레이어 보드 옆에 놓는 순례자

•  25개의 디스크:

남은 20개의 디스크는 플레이어 보드 옆에 두어 공급처를 만듭니다.

-  게임 보드에 있는 4개의 영향력 트랙 0칸 
마다 각각 하나씩 놓습니다.

- 게임 보드의 승점 트랙 0칸에 하나 놓
습니다.

8.  무작위로 플레이어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순서 깃발 
1에, 두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순서 깃발 2에, 세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
이어 순서 깃발 3에, 네 번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순서 깃발 4에 자신의 
사자를 놓습니다. 

13. 마지막으로 시작 인물 카드인 Ⅰ-더미를 가져옵니다.

• 4인 게임: 
무작위로 카드 2장씩 그룹 4개를 만들어 
게임 보드 옆에 배치합니다.  

• 3인 게임: 
무작위로 카드 2장씩 그룹 3개를 만들어 
게임 보드 옆에 배치합니다. 
남은 2장의 카드는 상자에 넣습니다. 

• 2인 게임: 
무작위로 카드 2장씩 그룹 2개를 만들어 
게임 보드 옆에 배치합니다. 
남은 4장의 카드는 상자에 넣습니다.

9.  뒷면에 따라 인물 카드를 분류하고 로마숫자(Ⅰ, Ⅱ, Ⅲ)마다 하나의 더미
를 만들어 더미 별로 섞습니다. Ⅱ-더미를 가져와 뒷면으로 놓인 Ⅲ-더미 위
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합친 인물 더미를 게임 보드 위에 놓습니다. 
바로 옆에는 게임 중에 만들 버린 카드 더미를 위한 공간도 남겨둡니다.  

Ⅰ-더미는 따로 둡니다.(과정 13을 참조하십시오.)

11. 그러고 나서 인물 카드 12장을 배치합니다.

     인물 더미에서 4장을 뽑아 도시 북부 
왼편에 무작위로 일렬 배치합니다.

    인물 더미에서 또 다른 카드 4장을 
뽑아 도시 중부 왼편에 무작위로 일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물 더미에서 또 다른 
카드 4장을 뽑아 도시 남부 왼편에 
무작위로 일렬 배치합니다.

알림: 과정 10, 11, 12는 매 라운드 종료 시마다 수행합니다. (10쪽을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첫 번째   
세로줄세로줄

두 번째   두 번째   
세로줄세로줄

세 번째  세 번째  
세로줄세로줄

네 번째  네 번째  
세로줄세로줄

10.  게임 보드 좌측 상단 옆에 호의 타일 4개를 일렬로 배치하고 왕관 2개가 있는 호의 타일 
위에는 보정 타일을 놓습니다. 

12.  왕관 토큰 4개는 배치한 인물 카드 위에 우선순위대로 놓습니다. 우선순위는 
네 번째 세로줄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 그다음은 세 번째 세로줄의 위에서부
터 아래 순, 그다음은 두 번째 세로줄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로줄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입니다. 차례대로 인물 카드를 확인합니다. 
4개의 왕관 토큰을 모두 놓을 때까지 각 직업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
물 카드에 그 직업에 해당하는 왕관 토큰을 놓습니다. 만약 어떤 직업의 카드
가 1장도 없다면, 그 왕관 토큰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주사위를 13개 준비합니다.

•  4인 게임: 
게임 보드 옆에 13개의 주사위를 모두 두어 주사위 공급처를 만듭니다. 

•  3인 게임: 
보라색 주사위 보라색 주사위 11개개와 초록색 주사위 초록색 주사위 11개개를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게임 보드 옆에 남은 주사위 11개를 두어 주사위 공급처를 만듭니다.

•  2인 게임: 
회색 주사위 회색 주사위 11개개, 주황색 주사위 주황색 주사위 11개개, 보라색 주사위 보라색 주사위 22개개, 초록색 주사위 초록색 주사위 22개개를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게임 보드 옆에 남은 주사위 7개를 두어 주사위 공급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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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순서의 역순(가장 높은 숫자의 플레이어 순서 깃발에 순서 마커를 둔 플레이어부터 시작)으로 각자 다음 두 액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각자 이 중 하나의 액션을 수행한 후, - 이번에는 플레이어 순서로 - 두 액션 중 앞서 선택하지 않았던 액션을 한 번씩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모두가 순례 지도 중앙에 있는 서로 다른 시작 칸 위에 자기 순례자를 놓았으며, 자신의 앞에는 시작 인물 카드 2장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아래 ‘시작 인물 카드’에 있는 설명대로 시작 인물 카드 2장에 해당하는 영향력 값과 즉시 보상을 얻습니다.

인물 카드인물 카드
모두 시작 인물 카드 2장으로 게임을 시작하며, 매 라운드 C 단계를 통해 배치된 인물 카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주며,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올리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과정 13에서 만든 그룹 중 남은 그룹 하나에 있는 카드 2장을 모두 
가져와 자신의 앞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또는   순례 지도 중앙에 있는 코임브라의 비어있는 시작 칸 하나에 자신의 
순례자를 놓습니다. 
(순례자 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2쪽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인물 카드

게임 중 얻을 수 있는 카드에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게임 종료 시 특정 조건에 
따라 승점을 주는 

게임 종료 보상 ( )

              •  경비병 아이콘

       또는 •  코인 아이콘

이 아이콘은 그 카드를 얻기 위해 둘 중 
어떤 자원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6쪽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카드처럼, 다른 카드에도 
직업과 영향력 값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카드에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카드를 가져가면서 
한 번만 처리하는 

즉시 보상 ( )

•  매 라운드 E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E 단계 보상 ( ) 

(이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15쪽을 참조하십시오.)

몇몇 카드는 1-2개의 졸업장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졸업장 아이콘과 와일드(조커) 졸업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게임 종료 시 혹은 특정 상황이 되면, 자신이 가진 서로 다른 졸업장 아이콘 세트 당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0쪽 세 번째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C 단계 C 단계 
보상 영역보상 영역

개인 시작 조건 선택개인 시작 조건 선택

•  만약 카드가 즉시 보상 ( )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을 바로 한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드를 자기 플레이어 보드 
오른쪽에 있는 즉시 보상 영역에 놓습니다.

•  만약 카드가 C 단계 보상 ( )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 아래에 있는 C 단계 보상 영역에 놓습니다. 
이 보상은 매 라운드의 C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시작 인물 카드 보상의 설명은 13쪽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인물 카드 

자신의 시작 인물 카드 2장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1.   카드의 직업과 일치하는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카드의 
영향력 값만큼 올립니다.

2. 

3)  의회 의원 카드를 통해 의회 의원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2칸 올립니다.

4)  그러고 나서 그 카드의 즉시 
보상으로 자기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경비병 트랙 마커를 4칸 
전진시킵니다.

5)  마지막으로 자신의 즉시 보상 영역에 
그 카드를 놓습니다.

2)  그러고 나서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 밑에 있는 
C 단계 보상 영역에 그 
카드를 놓습니다.

예시: 영호는 자신의 시작 인물 카드로 의회 의원 1장과 성직자 1장을 받았습니다.

1)  성직자 카드를 통해 
성직자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1칸 
올립니다.

즉시즉시
보상 영역보상 영역

게임 종료게임 종료
보상 영역보상 영역

E 단계 E 단계 
보상 영역보상 영역

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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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기게임 하기
코임브라는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다음 단계들로 구성됩니다.

1이 그려진 플레이어 순서 깃발에 사자가 있는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어 주사위 공급처의 모든 
주사위를 가져가서 한 번 굴려 이번 라운드의 주사위 공급처를 만듭니다. 

그 후,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물 카드 12장을 배치합니다.

인물 카드 더미가 전부 소모된 4번째 라운드 후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승점 계산을 진행합니다. (10쪽과 11쪽을 참조하십시오.)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AA   단계 : 주사위 굴리기 단계 : 주사위 굴리기 

  BB   단계 : 주사위 드래프트와 배치단계 : 주사위 드래프트와 배치
선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턴을 갖습니다.

자신의 턴에 주사위 공급처에서 주사위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주사위 홀더 중 하나에 결괏값이 
위로 오도록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사위 홀더에 끼운 주사위를 4개의 도시 지역 중 한 곳에 
배치합니다.

만약 성에 주사위를 배치할 때 이미 주사위가 그곳에 있었다면, 색상에 상관없이 모든 주사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에서 6까지 오름차순이 되도록 한 줄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사위를 배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주사위 값이 자신의 주사위보다 낮거나 같은 주사위의 오른쪽 
         - 주사위 값이 자신의 주사위보다 높은 주사위의 왼쪽

알림:  C 단계에서 성에 있는 자신의 주사위마다 호의 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사위가 왼쪽에 있을수록 원하는 호의 타일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도시 북부, 도시 중부, 도시 남부 같은 다른 도시 지역 중 한 곳에 자신의 주사위를 배치할 때 
이미 주사위가 그 지역에 있었다면, 색상에 상관없이 모든 주사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6에서 
1까지 내림차순이 되도록 한 줄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사위를 배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주사위 값이 자신의 주사위보다 높거나 같은 주사위의 오른쪽 
        - 주사위 값이 자신의 주사위보다 낮은 주사위의 왼쪽

알림:  C 단계에서 이 도시 지역들에 있는 자신의 주사위마다 인물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사위가 왼쪽에 있을수록 원하는 카드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가격 또한 
비싸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3인 이하 인원이 게임을 할 때, 도시 지역에 놓은 주사위 토큰을 중립 색상의 일반 
주사위처럼 간주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각자 3개의 주사위를 배치해 남은 주사위 홀더가 없을 때까지 플레이어 순서대로 주사위를  
한 번에 하나씩 배치합니다.

알림:    •    자신이 선택한 주사위 3개의 색상은 E 단계인 ‘영향력 수입’에서 자신이 받게 될 수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9쪽을 참조하십시오.)

•    4개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주사위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도시 지역에 자신의 주사위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인 게임에서 영호가 선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1)  영호는 주사위 공급처에서 값이 5인 회색 주사위를 선택해 자신의 주사위 홀더에 
넣어 도시 북부의  토큰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2)  우영이와 민주가 각자 주사위를 하나씩 배치하고 나서 다시 영호의 턴이 되었습
니다. 이번에 그는 값이 1인 흰색 주사위를 선택해 남은 주사위 홀더 중 한 개에 
넣고 또다시 도시 북부에 있는 값이 1인 민주의 주사위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3)  다시 그의 턴이 되어 영호는 값이 4인 회색 주사위를 선택해 마지막 남은 주사위 
홀더에 넣고 값이 1과 5인  우영이의 주사위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 공급처를 만듭니다.

플레이어 순서대로 각자 하나의 항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주사위의 색상에 해당하는 영향력 수입을 얻습니다.

각자가 가진 왕관의 개수로 새로운 플레이어 순서가 결정됩니다.

자신의 주사위 위치에 의해 결정된 순서대로 각자 도시 지역에서 자신의 주사위를 회수하며 호의 타일과 인물 카드를 얻습니다.

각자 주사위를 3개씩 배치할 때까지 플레이어 순서대로 주사위를 1개씩 선택해 도시 지역에 배치합니다.

주사위 굴리기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영향력 수입

새로운 플레이어 순서

주사위 회수

주사위 드래프트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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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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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병

11

22

33

7

• 먼저 성,

• 그러고 나서 도시 상부,

• 그러고 나서 도시 중부,

• 마지막으로 도시 남부,

예시:
플레이어들은 성을 평가합니다.

1)  영호는 성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주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먼저 호의 타일을 선택하는 액
션을 한 번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을 회수하
고 주사위 홀더와 함께 자기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나무문 칸에 놓습니다.

3)  영호가 그의 를 회수합니다. 이제 가장 왼쪽

에 있는 주사위는 민주의 입니다. 그래서 민주
는 액션을 한 번 수행하고 주사위 홀더와 함께 자

신의 를 자기 플레이어 보드 위에 놓습니다.  
성에는 이제 남은 주사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
어가 도시 북부를 평가합니다.

2)  이번에도 가장 왼쪽 주사위 의 주인은 영호이
므로, 액션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이 단계는 플레이어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4개의 각 도시 지역에 배치된 주사위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배치한 주사위를 회수하려면, 게임 보드 왼쪽에 있는 4개의 도시 지역을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평가합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주사위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한 번씩 처리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왼쪽 주사위를 가진 플레이어가 턴을 갖고 액션 하나를 수행하면, 방금 처리한 자신의 주사위를 회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역에서 새롭게 가장 왼쪽 주사위를 갖게 된 플레이어가 턴을 갖습니다.   
그가 액션 하나를 수행한 후에 자신의 주사위를 회수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평가하는 지역에 주사위가 남아있지 않으면 다음 도시 지역에 대한 평가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주사위가 어떤 지역의 가장 왼쪽 주사위가 되어 자신의 턴이 되면, 다음과 같은 해당 지역 액션을 수행합니다.

성 액션: 가져갈 수 있는 호의 타일 1개 가져가기

도시 북부, 중부, 남부 액션: 인물 카드 1장 획득하기

이 액션을 수행할 때, 성 왼쪽에 남아있는 호의 타일 중 1개를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타일의 즉시 
보상들을 처리합니다. (이 보상의 설명은 12쪽을 참조하십시오.) 그 후 라운드 종료 시까지 자신의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모으는 호의 타일마다 왕관을 0개에서 3개까지 자신의 총 왕관 수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둡니다. 
이는 D 단계에서 플레이어 순서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8쪽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비용을 내고 인물 카드를 획득하는 도시 지역과는 달리 성에서 호의 타일을 가져가는 것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평가하는 지역 옆에 한 줄로 배치된 인물 카드 중 1장을 골라 획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로 결정되는 카드의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  고른 카드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이 
경비병 또는 코인 중 무엇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비용은 처리하는 자신의 주사위 값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해당 마커를 후퇴시켜 선택한 카드의 
비용을 지불한 뒤 카드를 가져와 카드의 영향력 값만큼 카드 직업의 
영향력 트랙에 있는 자신의 디스크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의 보상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 카드에 게임 종료 보상( )이 있다면,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임 종료 보상 영역에 
놓습니다.

•  카드에 E 단계 보상( )이 있다면,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 하단에 있는 E 단계 보상 영역에 놓습니다.

•  카드에 즉시 보상( )이 있다면, 이 보상을 한 번 처리하고 나서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 오른쪽에 있는 
즉시 보상 영역에 놓습니다. 

(인물 카드 보상 설명은 11쪽에서 15쪽을 참조하십시오.)

그 후에 새롭게 획득한 카드가 자신의 시작 인물 카드에 있는 C 단계 보상을 발동시키는지 확인합니다. 
발동시킨다면, 그 C 단계 보상을 즉시 한 번 처리합니다. 

획득하는 카드에 왕관 토큰이 놓여 있었다면, 카드에서 토큰을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액션을 한 후에 처리한 자신의 주사위를 홀더와 함께 회수하고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나무문 칸에 놓습니다.

그 지역의 액션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대신 고난 액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8쪽을 참조하십시오.)

도시 북부, 중부, 남부 액션: 그 지역의 인물 카드 1장을 획득합니다. (아랫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성 액션: 가져갈 수 있는 호의 타일 1개를 가져갑니다. (아랫부분을 참조하십시오.)

  C C   단계 : 주사위 회수단계 : 주사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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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플레이어들은 
각자 당신에게 다음 중 
하나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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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민주 
 

 
영호

도시 지역의 액션을 수행하는 대신 코인과 경비병을 각각 2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만큼 자기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해당 마커를 전진시킵니다.

고난 액션 4개의 도시 지역을 모두 평가하고 나면 
이어서 D 단계를 진행합니다.

DD   단계 : 새로운 플레이어 순서단계 : 새로운 플레이어 순서
이 단계에서는 플레이어 순서를 새로 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 자신이 가진 왕관의 
개수를 더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이번 라운드에 모은 왕관 토큰의 왕관들

•  이번 라운드에 가져온 호의 타일의 왕관들

•  현재 자신의 사자가 있는 플레이어 순서 깃발 옆의 왕관들

왕관의 총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1이 그려진 순서 깃발에, 두 
번째로 높은 플레이어가 2가 그려진 순서 깃발에 자신의 사자를 

놓으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만약 동률인 경우 동률인 플레이어들 사이의 
플레이어 순서가 역순으로 바뀝니다.

예시:

우영이와 민주는 왕관 3개씩, 영호는 왕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는 선 플레이어가 되어 자신의 
사자를 순서 깃발 1로 이동시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사자를 순서 깃발 2
에 그대로 두고 우영이는 순서 깃발 
3으로 사자를 이동시킵니다.민주와 
우영이가 같은 개수의 왕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라운드 플레이어 순서는 
우영이가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와 우영이 사이의 플레이어 
순서는 역순이 됩니다.

예시: 도시 북부의 가장 왼쪽 주사위(1)가 영호의 주사위이므로 영호의 턴입니다. 
주사위 값은 5이므로 도시 북부 옆줄에서 카드 1장을 획득하는 비용은 5입니다. 
영호는 코인이 부족해서 성직자 카드(2)를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상인 카드(3)를 얻기로 하고 5경비병을 지불하여 카드를 가져갑니다.  
카드의 영향력 값이 2이므로 상인 영향력 트랙에 있는 자신의 디스크를 2칸 
올립니다. 카드에는 즉시 보상 표시가 있어 즉시 4 코인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플레이어 보드 오른쪽에 있는 즉시 보상 영역에 그 카드를 
놓습니다. 

얻은 카드가 상인 카드이므로, 자신의 학자 시작 인물 카드(4)의 C 단계 보상을 
처리하고 1코인과 2승점을 얻습니다.

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신의 주사위를 회수하여 자기 플레이어 보드에 놓습니다.

중요:

3인 이하의 게임에서 주사위 토큰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평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 옆에 있는 인물 카드 중에서 
가장 영향력 값이 높은 인물 카드를 제거하고 버린 카드 
더미에 공개하여 놓습니다. 만약 영향력이 높은 카드가 
여럿이라면,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카드를 제거합니다.

처리한 주사위 토큰을 뒷면으로 뒤집습니다.  
다른 주사위가 남아있다면, 가장 왼쪽이 된 다음 
주사위를 처리하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예시:  
 

1)  가장 왼쪽 주사위가  이므로, 도시 중부 옆 인물 카드 줄에서 영향력 값이 가장 높은  
3짜리 학자 카드를 제거하여 버린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큰을 
뒤집습니다. 

2)  이제  토큰이 가장 왼쪽 주사위가 되었으므로, 카드를 1장 더 제거해야 합니다.  
남은 두 카드 모두 영향력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성직자 카드를 
제거하여 버린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큰을 뒤집습니다.  

3) 이제 민주의 주사위가 가장 왼쪽에 있으므로, 민주가 턴을 수행합니다.

도시 지역의 마지막 주사위를 처리하면, 현재 지역에 남아있는 인물 카드를 전부 제거하여 버린 카드 더미에 공개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뒤집었던 주사위 토큰은 앞면이 보이도록 다시 뒤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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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영호는 나무문 칸에 다음과 같은 주사위 3개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회색 주사위로  
경비병 트랙에서 10경비병을 얻고 
승점 트랙에서 2승점을 얻습니다.  

2)  두 번째 회색 주사위로 다시 10경비병을 얻지만 최대 20
경비병까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칸까지만 디스크를 
전진시키고 초과한 경비병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
승점을 한 번 더 얻습니다.

3)  흰색 주사위로는 5승점을 얻는 
녹색 영향력 트랙의 수입 
보상을 받기로 합니다.

모두 수행했다면, 주사위를 모두 홀더에서 제거하고 게임 보드 옆에 
놓아둡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차례 플레이어가 영향력 수입 단계 
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 순서대로 영향력 트랙에서 수입을 받습니다. 수입을 받으려면 자기 플레이어 보드 나무문 칸에 있는 
주사위 3개의 색상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주사위를 한 번씩 활성화하여 주사위 색상에 일치하는 
영향력 트랙의 수입 보상을 받습니다.

EE   단계 : 영향력 수입 단계 : 영향력 수입 

수입 보상 = 경비병 
(자신의 경비병 트랙에 있는 마커를 전진시킵니다.)

수입 보상 = 코인 
(자신의 코인 트랙에 있는 마커를 전진시킵니다.)

수입 보상 = 자신의 순례자 이동 
(12쪽에 있는 ‘보상: 순례자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수입 보상 = 승점 
(승점 트랙에 있는 자신의 디스크를 전진시킵니다.)

흰색 주사위를 활성화시킨다면 자신이 원하는 영향력 트랙의 
수입 보상을 얻습니다.

중요: 자신의 E 단계 보상 영역에 인물 카드가 있다면 보상 받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 보상의 설명은 14쪽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주사위 3개에 대한 수입 보상을 모두 받은 후, 주사위 홀더에서 주사위를 뺍니다. 
주사위는 모두 게임 보드 옆에 다시 놓아두고 빈 주사위 홀더는 자신의 나무문 칸에 놓아둡니다. 

• 주사위 값은 이번 단계에서는 무관하며, 색상만 고려하십시오.

•  경비병 또는 코인 자원을 얻을 때, 자기 플레이어 보드 해당 트랙의 20칸을 초과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자원을 20 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초과한 것들은 버립니다.

알림: 

액션: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게임 중 각 항해에는 단 한 번씩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게임 보드 하단에 있는 항해 카드 중 아직 자신의 
디스크가 없는 항해 카드에 투자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그 항해에 투자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항해에 투자하려면 카드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만약 비용 위에 표시된 휘장이 코인 심벌이라면 코인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만약 비용 위에 표시된 휘장이 경비병 심벌이라면 경비병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한 후에, 자신의 디스크 하나를 카드 비용 아래에 있는 방위도 그림에 두어 투자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만약 다른 플레이어의 디스크가 있다면 그 위에 올려둡니다.

게임 종료 시 투자한 항해 카드마다 그 카드의 임무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승점을 계산할 것입니다. 
(임무에 대한 설명은 16쪽을 참조하십시오.)

FF   단계 :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단계 :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플레이어 순서대로 각자 하나의 항해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자한다면 아래 상자 설명대로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액션을 한 번 수행합니다.

주의: 이 호의 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항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만큼 감소합니다. 
(12쪽에 있는 ‘호의 타일 보상’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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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영향력 순위 승점:

영향력 트랙 위에 있는 영향력 승점 계산 타일 4개의 승점을 계산합니다.

타일마다 아래에 있는 트랙을 확인합니다.

항해 투자 승점 계산: 

각자 자신이 디스크를 놓아 투자했던 항해 카드의 승점을 계산합니다. 
각각 카드의 임무 달성 정도에 따라 승점을 얻습니다.  
(항해 카드 임무 설명은 16쪽을 참조하십시오.)

• 해당 트랙의 1위 플레이어는 영향력 계산 타일의 가장 위에 있는 승점을 얻습니다.  

• 2위 플레이어는 타일의 중앙에 있는 승점을 얻습니다.  

• 4인 게임에 한하여, 3위 플레이어는 타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승점을 얻습니다.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그 트랙의 같은 칸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도달해서 더미의 바닥에 있는 디스크의 플레이어가 트랙에서 더 높이 올라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3인 게임에서, 1위 플레이어와 2위 플레이어만 승점을 받습니다.

2인 게임에서,  2위 승점은 1위 플레이어와의 격차가 3칸 이내일 때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위 승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영향력 트랙의 0칸에 있는 플레이어는 순위에 관계없이 승점을 받지 못합니다.

게임 종료게임 종료
4번째 라운드 후, 게임을 종료합니다. 다음과 같이 최종 승점을 계산합니다.

라운드 종료라운드 종료
F 단계 후에 인물 더미를 모두 사용했다면 4번째 라운드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게임을 즉시 종료하고 아래에 있는 ‘게임 종료’ 부분을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쪽 녹색 상자에 있는 초기 게임 준비의 과정 10, 11, 12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졸업장 세트 승점 계산:

각자 자신의 인물 카드와 수도원에 있는 졸업장 아이콘을 확인하여 세트를 만듭니다.  
각각의 세트는 종류마다 하나씩, 최대 5종류의 졸업장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일드(조커) 졸업장은 원하는 졸업장 아이콘으로 대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모두 다른 5종류의 졸업장 아이콘으로 만든 세트마다 12승점을 얻습니다.

    서로 다른 4종류의 졸업장 아이콘으로 만든 세트마다 8승점을 얻습니다.

    서로 다른 3종류의 졸업장 아이콘으로 만든 세트마다 4승점을 얻습니다.

    서로 다른 2종류의 졸업장 아이콘으로 만든 세트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남은 각 졸업장 아이콘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하나의 졸업장 아이콘을 2개 이상의 세트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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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설명보상 설명
보상은 전체 혹은 아랫부분이 민트 그린 색상인 휘장에 표시되
어 있습니다.

        

민트 그린 색 부분에 표시된 것은 플레이어가 얻는 보상입니다.

1 2

민트 그린 색 위에 다른 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에 있는 아이콘은 필요조건(베이지색) 또는 비용(빨간색)을 나
타냅니다.                    

필요조건과 보상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는( ) 필요조건을 만족
시킨 횟수만큼 보상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I-III

1

        

 
필요조건과 보상 사이에 기호가 없거나 필요조건이 없는 경우는 
보상을 여러 번이 아닌 한 번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5

7
      

2 2

2

두 아이콘 또는 두 휘장 사이에 사선( )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중 
하나의 보상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호의 타일과 인물 카드 보상은 표시된 
두 보상 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시된 모든 아이콘과 휘장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표시된 보상을 모두 받습니다.

게임 종료 시에 보상을 주는 인물 카드 승점 계산:

 
각자 자신이 가진 인물 카드에 있는 게임 종료 시 보상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보상에 따라 승점을 얻습니다. 
(게임 종료 보상 설명은 15쪽을 참조하십시오.)

경비병, 코인, 왕관 승점 계산:

각자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에 남은 코인과 경비병을 더하고 D 단계처럼 자신의 왕관 수를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결괏값을 2로 나누어 나온 수만큼 승점을 얻습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1

승점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동률이 발생하면, 플레이어 순서가 앞선 사람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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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타일 보상호의 타일 보상
즉시 보상: 4승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상:

보정 타일을 가져올 수 있고 북부, 중부, 도시 남부
에 배치한 자신의 주사위 중 하나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사위의 값이 3만큼 증가
합니다. 당신은 즉시 합한 값을 적용하여 도시 지
역에서 주사위를 배치하는 규칙에 따라 그 주사위 
줄에서 맞는 위치로 주사위를 이동시킵니다. 이 방
법으로 합친 값은 최대 9까지 가능합니다.

주의:  C 단계에서 보정 타일이 있는 자신의 

즉시 보상:

2승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상:

자신의 순례자를 최대  
3걸음까지 이동시킵니다.

즉시 보상:

7경비병 또는 7코인을 
얻습니다.

일반적인 보상일반적인 보상

보상,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자신이 얻는 보상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에 있는 코인과 경비병 자원 트랙은 각각 20으로 저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20
을 넘어갈 수는 없으며 초과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은 사용하지 못하며 트랙 앞에 
있는 아이콘 위에 놓습니다. 

•  어떤 영향력 트랙에서도 자신의 디스크를 영향력 값 15보다 높일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것은 버립니다.

•  각 영향력 트랙은 항상 위치 순서가 명확합니다. 만약 같은 칸에 2명 이상의 플레이어 디스크가 있다면, 더미의 
아래에 있는 디스크가 더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디스크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상:  
승점 얻기

승점 트랙에 있는 자신의 
디스크를 표시된 수만큼 
전진시켜 승점을 얻습니다.  
(이 아이콘은 1)

11보상: 
코인 얻기

자신의 코인 트랙에 있는 
마커를 아이콘에 표시된 
수만큼 전진시켜 코인을 
얻습니다. (이 아이콘은 1)

11 보상: 
경비병 얻기

자신의 경비병 트랙에 있는 
마커를 아이콘에 표시된 
수만큼 전진시켜 경비병을 
얻습니다. (이 아이콘은 1)

11

장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와 수도원

경유지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걸음이 남았다면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에 자신의 디스크가 그곳에 없다면 
즉시 자신의 디스크를 그 수도원 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플레이어들이 놓은 디스크가 있다면 그 위에 자기 것을 올립니다.

디스크를 놓으면 수도원의 보상을 얻습니다.

•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도원 보상 설명은 
15쪽을 참조하십시오.)

•  즉시 보상이 표시되어 
있다면, 즉시 보너스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립니다.

수도원에 도착하고 나서 걸음이 남았다면 평상시처럼 길을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한 턴에 여러 수도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보상: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액션을 한 번 
수행합니다.
(왼쪽 휘장의 
비용 감소도 

적용합니다.)

순례자 이동에 대한 추가 사항 및 규칙

•  첫걸음은 자신의 코임브라 시작 칸으로부터 두 
경유지로 연결된 일방통행로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  게임 도중에 일방통행로를 거슬러 코임브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  갈 수 있는 걸음 수보다 적게 이동하거나 전혀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방금 
나왔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른 순례자들이 당신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 여러 순례자가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게임 내내 각자 각 수도원마다 자신의 디스크는 
하나씩만 놓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수도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보상은 다시 얻지 못합니다. 

•  모든 길과 경유지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색상이 다른 것은 연결된 수도원의 종류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보상: 순례자 이동

이 아이콘이 표시된 보상을 얻을 때, 순례 지도의 길을 따라 자신의 
순례자를 이동시킵니다.

아이콘에 표시된 숫자는 자신의 순례자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걸음 수를 의미합니다.  
한 걸음이란, 자신의 순례자가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바로 옆의 인접한 장소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경유지

이 호의 타일을 
자신의 앞에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9쪽을 
참조하십시오.),  
그 항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2만큼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해에 
투자한다면 7대신 
5경비병만 지불합니다.

주사위를 처리하고 카드 1장을 획득할 때는 반드시 합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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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플레이
어들은 각자 
다음 중 하나
를 잃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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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플레이어들은 
각자 당신에게 다음 중 
하나를 주어야 한다.:

2

4

13

다른 인물 카드 보상다른 인물 카드 보상

버린 카드 더미를 가져와서 그중 한 장
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카드에 있는 비
용 아이콘에 해당하는 자원을 3만큼 지
불합니다. 카드에 있는 영향력 값과 보
상을 전부 처리한 후, 자신의 플레이
어 보드 해당하는 영역에 카드를 놓습
니다.

당신은 5승점을 얻습니다. 상대방 플레이어들은 
플레이 순서대로 3승점을 잃을지 아니면 자신의 
성직자 카드 중 하나를 잃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를 잃기로 한다면 그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
에 놓고 성직자 영향력 트랙의 디스크를 그 카드
의 영향력 값만큼 내립니다. 만약 다른 디스크가 
있는 칸에 들어갔다면 자신의 디스크를 가장 위
에 놓습니다. 만약 성직자 카드가 없다면 반드시 
승점을 잃어야 합니다.

플레이어 순서대로 모든 상대 플레이
어들은 1경비병과 1코인 또는 2승점 
중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줄지 선택해
야 합니다. 만약 자원이 없다면 반드
시 승점을 주어야 합니다. 승점 트랙
의 승점이 0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
다. 당신은 상대가 주는 것을 받습
니다. 

표시된 보상을 얻습니다.

표시된 보상을 얻습니다.

  즉시 보상:즉시 보상:

시작 인물 카드 보상시작 인물 카드 보상

  즉시 보상:즉시 보상:

C 단계에서 경비병 비용
을 가진 인물 카드를 획득
할 때마다 1경비병 할인받
습니다. 비용이 0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C 단계에서 코인 비용을 
가진 인물 카드를 획득할 
때마다 1코인을 할인받습
니다. 비용이 0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C 단계에서 의회 의원 카드
를 획득할 때, 획득한 카드
에 있는 보상을 먼저 처리합
니다. 그러고 나서 1경비병, 
1승점을 얻고 순례자를 1걸
음 이동시킵니다.

C 단계에서 상인 카드를 획
득할 때, 획득한 카드에 있
는 보상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1코인, 2승점
을 얻습니다.

CC   단계 보상:단계 보상:

호의 타일 보상호의 타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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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의회 영향력 트랙에서 
당신보다 뒤쳐진 각 플레이어는 

당신에게 다음 중 
하나를 주어야 한다.:

2

3 3

회색 의회 영향력 트랙에서 
당신보다 뒤쳐진 각 플레이어는 

당신에게 다음 중 
하나를 주어야 한다.:

33 3

14

E 단계를 시작할 때마다 영향력 트랙 하나
를 선택해서 자신의 디스크를 1칸 올립니
다. 표시된 자원 또한 얻습니다.

EE   단계 보상:단계 보상:

E 단계마다, 자신에게 해당 색상 주사위가 있다면, 주사위 당 한 번씩 표시된 보
상을 얻습니다. 수입 보상도 평소대로 얻습니다. (흰색 주사위는 이중 어떤 보상에
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트랙에 해당하는 수입 보상을 얻습니다. (E 단계에서 해당 색상 주사위가 있는 
것처럼 적용합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서 자
신의 의회 의원 인물 카
드마다, 1경비병을 얻고 
자신의 순례자는 1걸음 
이동시킵니다.

E 단계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
에게 보라색 주사위가 없다면, 
자신의 순례자를 2걸음까지 이
동시킵니다. 흰색 주사위는 보
라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경비병을 지불하면 자
신의 순례자를  5걸음
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
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서 자
신의 상인 인물 카드마
다, 1코인과 1승점을 얻
습니다.

성 옆에 남은 호의 타일
이 있다면 한 개 가져옵
니다. 자신의 앞에 놓고 
평소처럼 사용합니다.

4코인을 얻고 ‘하나의 
항해에 투자하기’ 액션
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코인이 비용인 항해에
만 투자할 수 있습니
다.

4경비병을 얻고 ‘하나
의 항해에 투자하기’ 
액션을 수행합니다. 하
지만 경비병이 비용인 
항해에만 투자할 수 있
습니다.

자신의 디스크가 놓인 
수도원마다 1승점을 얻
습니다.

5코인을 지불하면 
7승점을 얻습니다.

E 단계 중 아무 때나 2 대 1의 비율로 표시
된 자원을 승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해당 자원이 수입 보상으로 자신의
저장 제한을 자주 넘길 때에 유용합니다.

표시된 직업에 해당하는 자신의 인물 카드 한 장에 있는 즉시 보상
을 한 번 처리합니다.

회색 의회 트랙에서 당신보다 뒤처진 플레이
어들은 플레이어 순서대로 표시된 아이콘 2개 
중에 어떤 것을 당신에게 줄지 선택해야 합니
다.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승점을 주어
야 합니다. 승점 트랙의 승점이 0밑으로 내려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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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종료 보상:게임 종료 보상:

만약 다른 게임 종료 보상 카드
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1장의 게
임 종료 보상을 한 번 더 얻습니
다.

서로 다른 직업으로 이루어진 4장
의 인물 카드 1세트마다 5승점을 
얻습니다.

영향력 값이 1 또는 2인 자신의 인물 
카드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표시된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가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7, 8, 9칸에 있다면  
5승점을 얻습니다. 10, 11, 12칸에 있다면 7승점을 얻습니다. 13, 14, 15칸에 있다면 10승점
을 얻습니다. 0에서 6까지의 칸 중에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표시된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3칸 올립니다.

모든 영향력 트랙에 있는 
자신의 디스크를 1칸씩 
올립니다.

표시된 보상을 얻습니다.

자신이 가진 표시된 
직업의 인물 카드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영향력 값이 3 또는 4인 
자신의 인물 카드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D단계에서처럼) 현재 자신이 
가진 왕관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서로 다른 항해 카드를 2
장까지 선택하여, 게임 종료 시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수행한 임무에 대한 승점을 계산합니다. 
(10쪽에 있는 첫 번째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항해 카드의 설명은 다음 쪽을 참조하십시오.)

이 수도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수도원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현재 자신이 보유한 졸업장 
세트 승점을 게임 종료 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0쪽 세 번째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게임 종료 보상을 가진 인물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하나의 승점을 
계산합니다. 또한, 영향력 트랙 하나를 
선택합니다. 해당 트랙의 영향력 
승점 계산 타일에 따라, 현재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순위에 해당하는 승점을 
얻습니다.  
 

 
(만약 자신의 디스크가 가장 높이 있다면 
타일의 가장 위 승점을, 두 번째로 높이 
있다면 타일의 중간 승점을 얻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에 있는 두 번째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때 다른 플레이어들은 
디스크 위치에 상관없이 승점을 
받지 못합니다.

와일드(조커) 졸업장  
2개로 간주합니다.

와일드(조커) 졸업장  
1개로 간주합니다.

지금부터 B 단계 동안 
당신이 성에 주사위를 
놓을 때마다 즉시 4승점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원에 당신이 
디스크를 놓을 때마다 즉시  
1승점을 얻습니다.  
이 타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으로 
이루어진 4장의 인물 
카드 1세트마다 5승점을 
얻습니다.

즉시 보상:즉시 보상:

수도원 보상수도원 보상

기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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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카드 임무항해 카드 임무

이 카드를 포함해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항해 카드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탕헤르 

9승점을 얻습니다.
고아 

자신의 디스크가 없는 
수도원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세우타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수도원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바베이도스

크레디트
 이 게임의 디자이너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게임에 대한 의견을 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Antonio Tinto, Stefano Luperto, Marco Pranzo, Gabriele Ausiello, 
Tommaso Battista, Simone Luciani, Samantha Milani, Davide Pellacani, Davide Malvestuto, Jamil Zabarah, Riccardo Rabissoni, Francesca Vilmercati, Luca Ercolini, Livia Ercolini, 
Walter Nuccio, Carmine Angrisani, Filippo Di Cataldo.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훌륭한 마감 작업을 해주신 편집자 Viktor Kobilke 씨와 퍼블리싱 팀원 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졸업장마다 1승점을 
얻습니다.

마데이라 

자신의 경비병, 코인, 
왕관을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2로 나누어 
나머지는 버리고 나온 
결과만큼 승점을 
얻습니다.

캘리컷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Ⅰ’수도원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브라질 
10장 째를 넘은 자신의 인물 카드마다 3승점을 얻습니다. 
만약 11장이라면 3승점을 얻고 12장이라면 6승점을 얻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소르스 제도 

서로 다른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를 비교했을 때 그중 제일 
낮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 디스크 칸의 값을 두배 해서 나온 결과를 
승점으로 얻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트랙이 가장 낮다면 승점은 하나만 
적용하여 얻습니다.

무스카트 

표시된 두 가지 영향력 트랙에서 자신의 
디스크가 도달한 칸의 값을 확인합니다. 
두 값을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2로 나누어 
나머지는 버리고 나온 결과만큼 승점을 
얻습니다.

카보베르데

자신이 보유한 표시된 직업의 인물 
카드마다 2승점을 얻습니다.

디우 스리랑카마카오 믈라카

잔지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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