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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땅! 알마도라를 차지하라!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드워프의 어마어마한 황금의 대륙 “알마도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프, 오크, 고블린, 마법사의 

나라들은 일제히 알마도라를 차지하기 위해 황금 원정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마도라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울타리를 치세요.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공들여 쌓아온 전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각 종족이 지니고 있는 특수 능력으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세요!

게임 구성

군사 타일 64개(엘프, 고블린, 오크, 마법사 각 16개), 지원군 토큰 4개, 특수능력 토큰 4개, 금(노란 주사위) 40개, 울타리(나무 막대) 35개, 가림판 

4개, 게임보드판 1개, 게임설명서 1권

게임 준비

1.  게임보드판을 테이블 중앙에 놓으세요.. 

2.  플레이어는 자신의 종족(오크, 고블린, 엘프, 마법사)

을 선택합니다.

3.  플레이어는 종족에 맞는 가림판과 군사 타일을 

가져갑니다. (오른쪽 표 참고) 

4.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가림판 뒤에 

자신의 군사를 숨겨 놓습니다.

5. 금 40개를 더미 8개로 분배합니다. 

   (금 3개 - 1더미, 금 4개 - 2더미, 금 5개 - 2더미, 금 6개 - 2더미, 금 7개 - 1더미)

6. 분배한 금 더미를 게임판 위에 표시된 “드워프 금광” 위에 놓습니다.

7. 울타리 35개를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지원군"과 "특수능력"은 확장 규칙에서 사용됩니다.)

플레이어 수
플레이어 당 

군사 수

군사 공격력

1점 2점 3점 4점 5점

2인 16 11 2 1 1 1

3인 11 7 2 1 1 -

4인 8 5 1 1 1 -



게임 방법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다음의 액션 중 하나를 해야합니다.

1. 군사 타일 1개 놓기 

2. 울타리 2개 놓기

군사 타일 1개 놓기

플레이어는 자신의 군사 타일 중 한 개를 다른 군사나 금이 없는 곳에 뒤집어서 놓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이미 뒤집어서 놓은 군사 타일의 공격력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울타리 2개 놓기

플레이어는 게임보드판 정사각형 사이의 흰색 선에 울타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 2개가 서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인 곳은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울타리는 게임보드판의 가장자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 : 울타리로 정사각형 4개 보다 작은 영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최소 영역 : 정사각형 4개)

메모 : 영역 안에는 여러 개의 금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진행 예시

4개 영역 (꽉참)

7개 영역

(더 이상 울타리로 

나눌 수 없고, 2개의 

금광이 있음)

5개 영역 (꽉참)

4개 영역

군사타일
울타리

8개 영역 (아직 울타리로 나눌 수 있음) 울타리는 게임보드판

가장자리에 놓을 수 없음

6개 영역

6개 영역
(금광이 없음)



게임 종료

플레이어가 더 이상 군사 타일이 없을 때에도 울타리는 놓을 수 있으며, 울타리가 없을 때에도 군사 타일은 놓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더 이상 플레이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턴을 넘기면 게임이 종료 될 때까지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턴을 넘기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승리 조건

모든 군사 타일을 앞면으로 뒤집어서 공격력을 공개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플레이어들은 자기 군사의 공격력을 더합니다. 영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그 영역의 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군사의 공격력이 같은 경우에는 금을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홀수로 남은 

금은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각 영역에서 획득한 금을 더미채로 가져와 자기 앞에 놓습니다. 

가장 많은 금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비기는 경우 

비긴 플레이어들은 가장 많은 것에서 가장 적은 것까지 금 더미를 비교합니다.

2인 게임 - 플레이어 A와 B가 비기는 경우

플레이어 A와 B 각각의 가장 많은 금 더미를 비교합니다. 가장 많은 더미의 금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또 비길 경우, 2번째로 가장 많은 금 더미를 비교하는 식으로 승자를 가립니다.

3인 게임 - 플레이어 A, B, C가 비기는 경우

만약 플레이어 A와 B의 가장 많은 금 더미가 같고 C보다는 많다면, 플레이어 C는 게임에서 승자에서 제외합니다. 

플레이어 A와 B는 2번째로 가장 많은 금 더미를 비교하는 식으로 승자를 가립니다.

★ 확장 게임 규칙 ★

게임 준비

게임은 기본 규칙대로 진행되며 아래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 모든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종족 (오크ㆍ고블린ㆍ엘프ㆍ마법사)을 고릅니다.

★ 플레이어는 자신의 종족에 맞는 “특수능력” 토큰을 가져갑니다.

    ㆍ마법사와 엘프: “특수능력” 토큰 2개    ㆍ오크와 고블린: “특수능력” 토큰 1개

★ “특수능력” 토큰은 가림판 앞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 플레이어는 “지원군” 토큰을 자신의 가림판 뒤에 놓습니다.



게임 방법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다음의 액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군사 타일 1개 놓기

★ 울타리 2개 놓기

★ 게임판 위에 놓여진 군사 위에 지원군 놓기

★ 위의 3가지 액션을 하기 전에 특수능력 발동하기

    (액션에 포함되지 않음)

종족별 특수능력

마법사 : 다른 종족의 군사 타일 공격력 엿보기 

마법사 플레이어는 특수능력을 사용해서 게임보드판에 놓여진 다른 플레이어의 군사 타일 1개의 공격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군사 타일은 볼 수 없으며, 4인 게임 시 파트너의 군사 타일도 볼 수 없습니다. 

특수능력 토큰은 사용 후,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고블린 : 군사 타일 1개 더 놓기 

고블린족 플레이어는 특수능력을 사용해서 빈 정사각형에 군사 타일을 추가로 1개 더 놓을 수 있습니다. 

특수능력 토큰은 사용 후,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오크 : 울타리 1개 더 놓기 

오크족 플레이어는 특수능력을 사용해서 울타리 1개를 추가로 더 놓을 수 있습니다.

특수능력 토큰은 사용 후,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엘프 : 화살 쏘기 

엘프족 플레이어는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능력 토큰1개를 그 군사 

타일 위에 올려 놓습니다. 특수능력 토큰이 올려져 있는 군사는 점수 계산 시 공격력이 1 감소합니다.  그러나, 군사와 금으로 

가득 차 있는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화살을 1차례에 1번씩 총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초반에 영역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 엘프는 게임판 위의 모든 군사에게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 4번의 특수능력 발동은 액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능력을 쓰고 나머지 

3가지 액션 중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특수능력은 언제나 울타리, 군사 또는 지원군을 놓기 전에 발동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특수능력을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에 아직 빈 곳이 

있으므로, 엘프는 같은 

영역에 있는 마법사나 

오크족에게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 군사와 금으로 꽉 찼기때문에 엘프는 특수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역이 아직 비어있으므로, 

엘프는 같은 영역에 있는    

마법사에게 화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군 토큰은 이미 놓여져 있는 군사 타일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으며, 점수 계산 시 공격력을 1 올려줍니다.

★ 지원군 토큰은 군사와 금으로 가득 차 있는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군 토큰은 영역 1개에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군 토큰은 엘프의 특수능력 토큰(화살)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 4인 게임 시, 지원군 토큰은 팀원의 군사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 비길 경우, 해당 영역에 지원군 토큰을 놓은 플레이어가 금을 차지합니다.

게임 종료와 승리 조건은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점수 계산 시, 지원군 또는 엘프의 특수능력 토큰에 따라 군사의 공격력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원군 (공격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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