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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요 

 

게임은 3번의 경주로 구성되어 집니다. 각 경주에서는 총 7 마리의 말이 경쟁하게 됩니다. 

3번의 경주가 모두 끝난 뒤에, 가장 많은 돈을 획득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게임 구성물 

 

보드 : 경주트랙과 배당금 표, 7군데의 베팅 지역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말 7 마리 (회색, 하얀색, 베이지색, 카랴멜색, 붉은 갈색, 어두운 갈색, 검은색) 

말 카드 21 장 (각 7마리 말 당 3 장) 

베팅 칩 24 개 (색깔 당 4 개씩-숫자 0, 1, 1, 2 로 구성) 

색깔 카드 6 장 (플레이어 표시용) 

페이스 칩 1 개 (두개의 채찍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 칩) 

6 면체 주사위 1 개 (3 면은 말 머리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각각 말 기수의 모자, 안장, 

편자 그림으로 구성) 

돈 (50 파운드 12장, 100 파운드 26장, 500 파운드 12장) 

 

 

게임의 준비 

 

 보드를 탁자 가운데 펼쳐놓고, 7마리의 말과 21장의 말 카드를 옆에 놓습니다. 이 때 말 

카드는 잘 섞어 놓아야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색깔을 결정하여 색깔 카드를 자신 

앞에 놓아 다들 무슨 색의 플레이어인지 알기 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에 맞는 베

팅 칩을 3개 가져옵니다 : 숫자 1 짜리 칩 두개와 2 짜리 칩 한 개 (숫자 0 짜리 칩은 룰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되어질 변형 게임에만 사용되어 집니다). 

 사용되지 않는 색깔 카드와 베팅 칩은 박스 안으로 치워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위와 

페이스 칩, 돈 들을 보드 옆에 놓으면 준비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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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진행 

 

 총 3 번의 레이스는 각각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1. 준 비 : 말들과 페이스 칩, 각 말 당 1 장의 말 카드가 보드에 놓여집니다. 

2. 베 팅 : 플레이어들은 자기의 3 가지 베팅칩을 3 라운드에 걸쳐 베팅하게 됩니다. 

3. 경 주 : 1등부터 3등까지의 말이 결정될 때 까지 경주를 하게 됩니다. 

4. 배 당 : 베팅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1. 준 비 

준비 단계는 앞으로 행해질 3번의 경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페이스 칩은 트랙 위 18번째 칸에 놓습니다. 

2) 7 마리의 말과 말 카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놓습니다 : 21장의 섞어 놓은 말 카

드를 맨 위에서 뽑아 보드의 해당 말 베팅 지역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해당 말을 출발/도

착선(회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뒤의 33번 칸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말 카드를 또 뽑습니

다. 똑같이 보드의 해당 지역 위에 놓고, 해당 말을 32번 칸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7 

마리의 말이 27번 칸부터 33번 칸 까지 다 놓여지게 됩니다.  

주의) 카드를 뽑다 보면 이미 놓여진 말 카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다음 

경주를 위해 잠시 옆으로 치워둡니다. 왜냐하면 21장의 말 카드는 7장씩 3번의 경주에 사

용지게 됩니다.        

 

2. 베 팅 

 첫 경주에서는 베팅을 시작할 플레이어를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자신의 

베팅 칩 중 하나를 7군데의 베팅 지역 중 한군데에 숫자가 보이도록 놓습니다. 당연히 이 

플레이어는 지금 베팅한 말이 경주에서 3등 안으로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차례대로 베팅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당 

3개의 베팅 칩이 있으므로 베팅은 3 라운드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의) 플레이어의 3번의 베팅은 각각 다른 3마리의 말에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1 마리에 

걸리는 베팅은 플레이어 까리 중복 될 수 있습니다. 

 

3. 경 주 

 베팅을 시작한 플레이어부터 주사위를 굴려 경주를 진행합니다.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

는 그 결과에 맞추어 어떠한 말이라도 말 카드에 나와있는 정보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

다. 움직여진 말에 해당하는 말 카드는 말이 한번 움직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잠시 옆

으로 치워지게 됩니다 : 따라서 모든 말이 한번씩 공평하게 움직일 때 까지 그 말은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매뉴얼 그림 3을 보시면 Albino와 Red Fox가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계 방향으로 플레이어들은 주사위를 굴리고 말을 움직입니다. 모



든 말들이 한번씩 움직인 후, 잠시 치워졌던 7장의 카드들은 다시 베팅 지역 위로 배치합

니다. 다음 순서의 플레이어는 굴린 주사위에 따라 임의대로 아무 말이나 움직일 수 있습

니다. 

 

플레이어의 턴에는 말을 꼭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트랙 위의 한 공간에는 1마리의 말

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움직였을 때 다른 말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

게 된다면 이 공간 전에 있는 첫번째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매뉴얼 4페이지 

그림을 보면 Albino가 6칸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칸만 가게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

인 경우에는 말이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말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되어 말 카드는 치워집니다. 

 

트랙 위 18번째 칸을 1등으로 통과하는 말은 선도마(先導馬)로 간주되어 베팅 당 100 

파운드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를 잊지 않도록, 트랙 위 18번 째 칸에 놓여있던 페이스 

칩을 해당 말의 배팅 지역 위에 놓습니다. 

 

1등으로 도착선을 통과한 말은 배당표 왼쪽에 있는 “1등” 표식 위에 두고 해당 말 카드

를 게임에서 뺍니다. 2등, 3등의 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등까지 말이 결정되면, 

경주는 끝이 나고, 7등 말을 배당표 오른쪽에 있는 “7등” 표식 위에 놓습니다.  

 

4. 배 당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표의 가로줄은 각 말에 걸려있는 베팅의 

합을 의미합니다. 세로줄은 해당 말에 지급되어질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의 배당금

은 숫자 1 칩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숫자 2 칩을 건 플레이어는 이 금액의 두배를 받

게 됩니다. 

 

선도마에 대한 배당금도 지급됩니다. 숫자 1 칩을 건 플레이어는 100 파운드씩, 숫자 

2 칩을 건 플레이어는 200 파운드씩을 받습니다. 

 

7등말에 베팅했던 플레이어는 숫자 1 칩인 경우 100파운드씩, 숫자 2 칩인 경우 200 

파운드씩 은행에 지불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이에 모자랄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을 다 지불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경주에서는 모든 배당금과 지불할 돈이 2배가 됩니다. 세번째 경주가 

끝나게 되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다음 경주를 위한 준비(첫번째, 두번쨰 경주가 끝난 후의 준비) 

 

모든 베팅 칩을 플레이어에게 돌려주고, 사용되었던 7장의 말 카드를 게임에서 뺀 후, 

남아있는 말 카드(첫번째 경주 후에는 14장, 두번째 경주 후에는 7장이 됩니다)를 가

지고 똑 같은 방법으로 다시 경주를 준비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

어가 베팅을 시작합니다(동률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결정합니다). 

 

 

변형 게임 

  

변형 게임은 2-4명의 플레어어가 플레이 시 추천됩니다. 모든 룰은 같이 적용되지만, 각

자 자기 색깔의 숫자 0 에 해당하는 베팅 칩을 하나씩 더 받습니다. 따라서 베팅도 4 라운

드로 진행됩니다. 이 숫자 0 베팅 칩은 블러핑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배당금은 없습

니다). 이 떄 모든 베팅 칩은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여지며, 경주 마지막에 공개

됩니다.  플레이어의 베팅 칩들은 경주 중에 아무때라도 자기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