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만 14세
이상

30-60분

런던의 빅벤 시계탑에서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에서 파리의 에펠탑까지, 티켓 투 라이드 유럽에서
여러분은 기차를 타고 유럽 대도시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알프스 터널을 지나실 건가요? 아니면 흑해를 횡단하는 페리에
오르실 건가요? 옛 제국의 수도에 호화로운 기차역을 건설해 볼까요? 아니면 유럽을 관통하는 유러피언 특급 열차를
도입해 볼까요? 유럽 최고의 기차왕에 등극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짐가방을 챙기고 열차에 오르세요. 출발할 시간입니다!

특급 열차에 승차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티켓 투 라이드 유럽 15주년 기념판>은 다양한 버전의 티켓 투 라이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즐겨주신 여러분의
지난 15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새로운 아트워크와 개선된 구성물을 마련했고,
보다 정교한 기차 말을 제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최고의 재미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행된 모든
목적지 카드와 유로파 1912 확장에 포함된 몇 가지 변형 규칙도 추가했습니다. <티켓 투 라이드 유럽 15주년 기념판>을 통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Alan R. Moon 및 Days of Wonder 팀 드림

								
								

구성물

◆ 규칙서


1부

◆ 유럽

◆ 데이즈


오브 원더 온라인 접속 코드 1개 (규칙서 뒷면)

지도가 그려진 게임판 1개

◆ 기차


225개
(갈색, 빨간색, 보라색, 회색, 파란색 기차 각 45개씩. 여분의 기차도
들어 있지만, 게임을 진행할 때에는 색깔별로 45개씩만 사용합니다.)

◆ 목적지


카드 108장

기본 게임
목적지 카드 46장

◆ 기차역

◆ 점
 수

유로파 1912
목적지 카드 55장

오리엔트 특급
목적지 카드 6장

맥스 프로모
목적지 카드 1장

15개 (색깔별로 3개씩)

마커 5개 (색깔별로 1개씩)

◆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카드 1장

카드 왼쪽 위 모서리에 적힌 점수
의 색깔로 일반 목적지 카드와 장
거리 목적지 카드를 구별할 수 있
습니다(목적지 사이의 실제 거리
는 상관없습니다).

◆ 유럽의


대도시
참조 카드 1장

◆ 기차


카드 110장
(8가지 색깔별로 12장씩,
기관차 카드 14장)

일반
목적지 카드

일반 목적지 카드 중 대도시 목적지 카드("Big Cities"
라고 적혀 있습니다)에는 유럽의 대도시(런던, 베를린,
모스크바, 파리, 빈, 마드리드, 로마, 아테네, 앙고라)
가 하나 이상 목적지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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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목적지 카드

 게임 준비 z
아래의 게임 준비 방법은 기본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서 마지막 부분에는 “유
로파 1912”, “거대한 유럽”, “유럽의 대도시” 변형 게임을 즐기기 위한 규칙과 오
리엔트 특급 확장 목적지 카드 및 맥스 프로모의 목적지 카드를 포함해 게임을 즐
기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❹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카드를 게임판 옆에 앞면으로 놓아서 플레이어들이 게임
종료 시 보너스 점수를 계산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❺기
 본 게임 목적지 카드(왼쪽 아래에 'EUROP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를 모두

가져와서 장거리 목적지 카드 6장과 일반 목적지 카드 40장으로 나눕니다(목
적지 카드 소개 항목을 참조하세요). 그런 다음, 장거리 목적지 카드를 섞어서
각 플레이어에게 1장씩 나누어 줍니다. 남은 장거리 목적지 카드는 앞면을 보
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그런 뒤에, 일반 목적지 카드를 섞어서 각
플레이어에게 3장씩 나누어 줍니다.

게임판을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색깔을 하나씩 골라 그 색깔 기
차 45개, 기차역 3개, 점수 마커 1개를 가져옵니다.

❶ 가져온 점수 마커를 게임판 가장자리에 그려진 점수 트랙의 시작 위치에 놓습
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은 자기가 얻은 점수만큼 점수 마커를 전
진시킵니다.

❻ 남은 일반 목적지 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한 더미로 쌓아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첫 번째 차례를 진행하기 전, 플레이어들은 받은 목적지 카드 4장 중에서 최소 2장
을 선택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더 많이 선택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선
택하지 않은 목적지 카드는 일반/장거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은 채로 게임

❷ 기차 카드를 잘 섞고 각 플레이어에게 4장씩 나누어 줍니다.
❸ 남은 기차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한 더미로 쌓아서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그런

뒤, 더미 맨 위에서 카드 5장을 집어 더미 옆에 앞면으로 늘어놓습니다. 이때,
공개된 카드 5장 중 3장 이상이 기관차 카드라면 즉시 공개된 5장을 전부 버리
고 새로 5장을 늘어놓습니다.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보유하기로 한 목적지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
람에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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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앞면으로 놓인 카드 5장 중 3장 이상이 기관차 카드가 되면 즉시 그 카드 5장을
전부 버리고 카드 5장을 새로 공개합니다.

게임 목표

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차 카드 더미가 소진되면 버려진 카드
를 모두 섞어서 더미를 새로 만듭니다. 같은 색깔 카드를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카드를 섞을 때 충분히 섞이도록 주의하세요.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점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

●

●

인
 접한 두 도시 사이의 노선을 연결하면 즉시 점수를 얻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손에 카드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기차 카드 더미가 소진되었는데 버려
진 카드도 없는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기차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플
레이어는 반드시 노선 연결이나 목적지 카드 뽑기, 또는 기차역 건설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
 적지 카드에 적힌 두 도시를 자기 노선으로 연결하면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얻습
니다.
자
 기 노선을 가장 길게 연결한 플레이어는 게임 종료 시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점
수를 얻습니다.
건
 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차역마다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

기관차 카드

노선을 연결하지 못한 목적지 카드에 대해서는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잃게 되니 주의하
세요.

기관차 카드는 노선을 연결하거나 기차역을 건설할 때 어떤
색깔 카드로든 쓸 수 있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페리 노선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차 카드를 정해진 수 이상 사용
해야 합니다(페리 항목을 참조하세요).

게임 진행

기차 카드 뽑기 행동 중에 앞면으로 놓인 기관차 카드를 가져온 플레이어는 카드 2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 1장만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1장을 이미 가져온
플레이어는 앞면으로 놓인 기관차 카드를 두 번째 카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언제든 앞
면으로 놓인 카드 5장 중 3장 이상이 기관차 카드가 되면 즉시 그 카드 5장을 전부 버리
고 카드 5장을 새로 공개합니다.

가장 많은 유럽 국가를 방문해 본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차례는 시계 방
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차례에는 아래의 4가지 행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수행합니다.
◆ 기차

카드 뽑기 – 기차 카드를 최대 2장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앞면으로 놓
인 카드나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 중 어떤 카드를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단, 앞
면으로 놓인 기관차 카드를 가져올 때는 그 카드 1장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관차
카드 항목을 참조하세요.)

주의: 카드 더미 맨 위에서 앞면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져온 카드가 운 좋게 기관차 카드
인 경우에는 1장만 가져가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카드가 첫 번째로 가
져온 카드라면 두 번째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노선

연결 – 인접한 두 도시 사이에 그려진 노선의 색과 같은 색깔의 기차 카드를 노
선 길이만큼 내면서 그 노선을 연결합니다. 그런 뒤에, 연결한 노선의 각 칸마다 자
기 색깔 기차를 1개씩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한 노선 길이에 따라 노선 점수표
를 참조하여 점수를 얻습니다.

노선 연결

◆ 목적지

카드 뽑기 – 목적지 카드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 3장을 가져옵니다(유럽의
대도시 변형 규칙의 경우 4장을 가져옵니다). 그중 최소 1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게임판 위 인접한 도시들 사이에는 같은 색 (회색 포함) 빈칸 여러 개로 이루어진 노선
이 그려져 있습니다.

◆ 기차역

건설 – 아직 기차역이 없는 도시 중 한 곳에 자기 기차역을 건설합니다. 자기
첫 번째 기차역은 어떤 색이든 기차 카드 1장을 내고 건설합니다. 자기 두 번째 기
차역은 어떤 색이든 같은 색 기차 카드 2장, 세 번째 기차역은 어떤 색이든 같은 색
기차 카드 3장을 내고 건설합니다.

노선을 연결하려면 그 노선의 색과 같은 색깔의 기차 카드(기관차 카드를 대신 내도 됩
니다)를 그 노선의 칸수만큼 내야 합니다(예시 1을 참조하세요). 회색 노선의 경우에는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같은 색 기차 카드를 그 노선의 칸수만큼 내면 됩니다(예시 2를
참조하세요).
노선을 연결했다면 연결한 노선의 칸마다 자기 기차를 1개씩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
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한 기차 카드를 버립니다. 노선을 연결한 플레이어는 즉시 그 노
선의 길이에 따라 노선 점수표를 참조하여 점수를 얻고 그만큼 자기 점수 마커를 점수 트
랙에서 전진시킵니다.

기차 카드 뽑기
기차 카드는 8종류의 색깔 카드(색깔별로 12장씩)와 기관차 카드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차 카드의 색깔 8종류는 게임판 위
도시들 사이의 노선 색깔과 대응됩니다(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하
얀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게임판 위에 있는 빈 노선이기만 하다면 아무 노선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
결한 노선과 이어지게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에 연결 가능한 노선은
최대 1개입니다.

기차 카드 뽑기 행동을 선택했다면, 최대 2장까지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앞면으로 놓인 카드 5장 중에서 골라서 가져오거나
더미 맨 위에서 앞면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두 곳
모두에서 1장씩 가져와도 됩니다). 앞면으로 놓인 카드를 가져올 때는, 1장씩 가져올 때
마다 즉시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를 공개해 빈 자리를 채웁니다. 만약 앞면으로 놓인 기
관차 카드를 가져왔다면, 이번 차례에는 그 카드 1장만을 가져와야 합니다(기관차 카드
항목을 참조하세요).

한 번에 하나의 노선을 완전히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칸짜리 노선 중 2칸에만 기
차를 놓고 다음 차례에 3번째 기차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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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연결 예시
예시 1

예시 2

3칸짜리 노란색 노선을 연결하려면,
기차 카드를 다음 중 원하는
조합으로 내면 됩니다.

2칸짜리 회색 노선을 연결할 때,
기차 카드를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카드 3장,
노란색 카드 2장과 기관차 카드 1장,
노란색 카드 1장과 기관차 카드 2장,
기관차 카드 3장

어떤 색이든 같은 색 카드 2장,
아무 색 카드 1장과 기관차 카드 1장,
기관차 카드 2장

중요: 2인 게임이나 3인 게임에서는 두 갈래 노선 중 한 노선만 연결할 수 있습니
다. 한 플레이어가 두 갈래 노선 중 한 노선을 연결하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나머지
노선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페리
페리는 두 도시를 물 위로 잇는 특별한 노선입니다. 노선 중 일부 칸
에 기관차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를 통해 페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
습니다.
페리를 연결할 때는 기관차 카드를 적어도 노선에 그려진 기관차 개
수만큼 내고, 나머지 칸수만큼 같은 색 기차 카드도 내야 합니다.

페리 연결 예시
스미르나와 팔레르모 사이의 페리를 연결하려면, 이때 내는 6장의 카드 중
최소 2장은 기관차 카드여야 하고, 나머지는 같은 색 기차 카드여야 합니다.

터널
터널은 노선의 칸이 울퉁불퉁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고 양쪽 끝이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특별한 노선입니다.
터널은 연결하려 할 때 그 최종 길이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터널 연결을 시도할 때, 플레이어는 우선 일반적인 노선 연결 규칙에
따라 터널 길이만큼 카드를 냅니다. 그런 뒤, (터널 길이에 상관없이) 기차 카드 더미 맨
위에서 카드 3장을 공개하고, 그중에서 플레이어가 낸 것과 동일한 색깔의 기차 카드 수
를 셉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그러한 기차 카드 수만큼 그 색깔 기차 카드(또는 기관차 카
드)를 추가로 내야만 터널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낼 수 없거나 내고 싶지 않다면 이미 냈던 카드를 다시 손에 들고 차례를 마칩니
다. 더미에서 공개했던 카드 3장은 버립니다.

두 갈래 노선
어떤 도시들 사이에는 두 갈래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갈래 노선은 두 도
시를 잇는, 길이가 같고 나란한 두 노선
을 말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두 갈래 노
선의 두 노선 모두를 연결할 수는 없습
니다.

기관차 카드는 와일드 카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터널의 효과로 더미에서 공개한 카드
중 기관차 카드는 자동으로 플레이어가 낸 색깔의 기차 카드로 간주됩니다.
플레이어가 터널 연결을 시도할 때 처음에 낸 카드가 기관차 카드뿐인 경우에는 더미에
서 공개한 카드 3장 중 기관차 카드만 셉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기관차 카드만 그
만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두 갈래
노선입니다.

두 갈래
노선이 아닙니다.

매우 드물지만 기차 카드 더미와 버린 카드 더미 모두에 카드가 부족해서 카드 3장을 공
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카드를 추가로 내지 않고 터널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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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연결 예시

예시 1

예시 2

공개된 카드

빨간색 카드 2장을 내고
빨간색 카드 1장이 공개된 경우:
빨간색 카드 1장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공개된 카드

초록색 카드 2장을 내고
기관차 카드 1장이 공개된 경우:
초록색 카드 1장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시 3

공개된 카드

기관차 카드 2장을 내고
기관차 카드 1장이 공개된 경우:
기관차 카드 1장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목적지 카드 뽑기

기차역 건설

이 행동을 수행하면 목적지 카드를 뽑아서 더 보유할 수 있
습니다. 목적지 카드 뽑기 행동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목적
지 카드 더미 맨 위에서 카드 3장(유럽의 대도시 변형 규칙
을 적용한 경우에는 4장)을 뽑습니다. 더미에 카드가 모자
란 경우에는 뽑을 수 있는 만큼만 뽑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자기 기차역이 건설된 도시에 연결된 다른 플레이어의
노선 중 하나를 자기 노선인 것처럼 간주하여 자기 목적지 카드를 달
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도시에 기차역을 건
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차역이 이미 놓인 도시에는 기
차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뽑은 카드 중 적어도 1장은 보유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그
이상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뽑은 카드 중 보유하지 않기로
한 카드는 목적지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넣습니다. 보유하기
로 한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하
고 있던 목적지 카드를 버릴 방법은 없습니다.

기차역은 한 차례당 하나씩만 건설할 수 있고, 각 플레이어는 게임 중 자기 기차역을 최
대 3개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첫 번째 기차역을 건설할 때는 기차 카드 1장을 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기 색깔 기차역을 선택한 도시에 놓습니다. 두 번째 기차역을 건설할 때는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같은 색 기차 카드 2장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차역을 건설할 때는 어떤 색
이든 상관없이 같은 색 기차 카드 3장을 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차 카드를
원하는 색 기차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서로 연결해야 하는 도시 2개와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게
임이 끝날 때까지 그 두 도시를 자기 색깔 기차가 놓인 노선만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하면
게임 종료 시 그 목적지 카드에 적힌 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반대로, 두 도시를 이렇게 연
결하지 못하면 게임 종료 시 해당 점수만큼 감점을 받습니다.

게임 종료 시에 자기 기차역에 연결된 노선 중 어떤 노선 하나를 자기 노선처럼 간주할
지 결정합니다. 그 노선을 여러 장의 목적지 카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목적지 카드는 게임 종료 시 점수를 계산할 때까지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개해선 안 됩니다. 플레이어가 보유할 수 있는 목적지 카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차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하지 않은 기차역 1개당 게임 종료
시에 4점씩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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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카드 달성 여부에 따라 해당 목적지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점수를 얻거나 잃습
니다.

기차역 건설 비용
첫 번째

두 번째

건설하지 않은 자기 기차역 1개당 4점씩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노선을 가장 길게 연결한 플레이어는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10점을 얻
습니다. 노선의 길이는 한붓그리기로 이어진 자기 기차 개수를 세어 비교합니다. 이때 노
선이 고리 모양으로 이어지든 같은 도시를 여러 번 교차하든 상관없지만, 한 기차를 두
번 셀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한 자기 기차역으로 선택한 다른 플레이어의 노선은 유
러피언 특급 보너스를 계산할 때는 자기 노선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선을 가장 길게
연결한 플레이어가 여럿이라면 해당 플레이어들 모두가 10점씩을 얻습니다.

세 번째

노선 길이

점수

게임 종료
누군가 자기 기차를 2개 이하로 남긴 상태로 차례를 마치
면, 그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씩 마지막
으로 자기 차례를 진행한 뒤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최
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 계산
노선을 연결할 때 얻는 점수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이지만, 만약 실수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각 플레이어가 연결한 노선에 관한 점수를 다시 계산해 봐도 좋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어들은 보유한 모든 목적지 카드를 공개합니다. 건설된 자기 기차역
으로 어떤 노선을 이용할지를 이때 결정합니다(기차역이 놓인 도시에 연결된 다른 플레
이어의 노선 중 하나를 자기 노선으로 간주해 목적지 카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이용하기로 결정한 노선의 기차 위에 자기 기차역을 옮겨 놓으면 알아보기 편
리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노선은 이제부터 두 플레이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플레이어 여러 명이 한 노선에 기차역을 옮겨 놓은 경우에는 해당 플레이어들
모두가 그 노선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명이라면 그중 목적지 카드를 더 많이 달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 또한 같
다면 그중 자기 기차역을 더 적게 건설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마저도 같다면 그중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주의: 기차역이 놓인 도시에 다른 플레이어의 노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차역
으로는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최종 점수 계산
현재
점수

목적지 카드
득점/감점

건설하지 않은
기차역마다 4점씩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최종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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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규칙

보너스 목적지 카드 사용

보너스 목적지 카드 7장(오리엔트 특급 확장에서 6장, 맥스 프로모에서 1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카드에 적힌 기호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한 변형 게임의 규칙을 적용하여 게
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 게임 규칙 외에도, <티켓 투 라이드 유럽 15주년 기념판>에 들어있는
목적지 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변형 게임의 규칙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유로파 1912 z

모든 규칙에서 동일한 사항
◆
◆

각자 기차 카드를 4장씩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종료 시 유러피언 특급 보너스 점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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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게임 z
46

◆
◆

◆

◆

◆

'1912'라고 적힌 모든 목적지 카드를 사용합니다.

◆

'EUROPE'이라 적힌 모든 목적지 카드를 사용합니다.

 임 준비 시 장거리 목적지 카드 1장과 일반 목적지 카드 3장을 나
게
눠줍니다(남은 장거리 목적지 카드는 공개하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
시 넣습니다).

◆

플레이어들은 (장거리 및 일반 목적지 카드를 합쳐서) 목적지 카드를
최소 2장은 보유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모든 목적지 카드는 공
개하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

게임 진행 중: 목적지 카드를 3장 뽑고, 그중 최소 1장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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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이나 '1912'라고 적힌 모든 목적지 카드를 사용합니다.

◆

◆

◆

게임 진행 중: 목적지 카드를 3장 뽑고, 그중 최소 1장을 보유합니다.

이 변형 게임에서는 'EUROPE'이나 '1912'라고 적힌 카드 중 'Big
Cities'가 함께 적힌 대도시 목적지 카드 45장을 사용합니다. 장거리
목적지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게임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

유럽의 대도시 참조 카드를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습니다.

 임 준비 시 장거리 목적지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플레이어들은 그중
게
최대 1장을 보유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장거리 목적지 카드는 공개하
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
◆
◆

그러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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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들은 (장거리 및 일반 목적지 카드를 합쳐서) 목적지 카드를
플
최소 2장은 보유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모든 목적지 카드는 공개
하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시 넣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z

이 변형 게임에서는 'EUROPE'이라고 적힌 목적지 카드와 '1912'라고
적힌 목적지 카드를 모두 사용합니다(장거리 목적지 카드 12장과 일반
목적지 카드 89장).
◆

 임 준비 시 장거리 목적지 카드 1장과 일반 목적지 카드 3장을 나
게
눠줍니다(남은 장거리 목적지 카드는 공개하지 않고 게임 상자에 다
시 넣습니다).

그 외 규칙은 기본 게임과 동일합니다.

 거대한 유럽 z
46

이 변형 게임의 유일한 변경점은 사용하는 목적지 카드가 기본 게임
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EUROPE'이라고 적힌 목적지 카드가 아니라
'1912'라고 적힌 목적지 카드(장거리 목적지 카드 6장과 일반 목적지
카드 49장)를 사용합니다.

◆

 반 목적지 카드 5장을 나눠줍니다. 장거리 목적지 카드를 보유한
일
플레이어들은 그중 최소 2장,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그중 최소 3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

'Big Cities'라고 적힌 모든 목적지 카드를 사용합니다.
게임 준비 시 대도시 목적지 카드 5장을 나눠줍니다.

플레이어들은 목적지 카드를 최소 2장은 보유해야 합니다.

 택하지 않은 목적지 카드는 섞어서 목적지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넣
선
습니다.
게임 진행 중: 목적지 카드를 4장 뽑고, 그중 최소 1장을 보유합니다.

그 외 규칙은 기본 게임과 동일합니다.

 택하지 않은 일반 목적지 카드는 섞어서 목적지 카드 더미 맨 아래
선
에 넣습니다.
게임 진행 중: 목적지 카드를 3장 뽑고, 그중 최소 1장을 보유합니다.

그 외 규칙은 기본 게임과 동일합니다.

※ 본 게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이브다이스(www.divedice.com)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보드게임을 등록하십시오.
만든 사람들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인 Days of
Wonder Online을 방문해 보십시오! www.daysofwonder.com 에서 게임
을 등록하고 새로운 변형 규칙과 추가 게임판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하십시오.
New Player(새로운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지시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www.daysofwonder.com

게임 디자이너와 Days of Wonder는
게임 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아래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게임 디자인: Alan R. Moon
일러스트레이션: Julien Delval
그래픽 디자인: Cyrille Daujean

Phil Alberg, Buzz Aldrich, Dave & Jenn Bernazzani, Pitt Crandlemire,
Terry Egan, Brian Fealy, Dave Fontes, Matt Horn, Craig Massey,
Janet Moon, Mark Noseworthy, Mike Schloth, Eric Schultz, Scott
Simon, Rob Simons, Adam Smiles, Tony Soltis, Richard Spoonts,
Brian Stormont, Rick Thornquist.

한국어판 번역 및 편집

1901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경계선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그 당시 도시들의
공식 명칭을 해당 지역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게임 플레이를 위해
특정 도시의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역: 김남광 | 교정: 신윤문 | 편집: 최선주

Days of Wonder, the Days of Wonder logo, and Ticket to Ride are all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Days of Wonder, Inc. All Rights Reserved.
<티켓 투 라이드>는 (주)아스모디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한국 내 독점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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