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준비
게임의 목표 번영의 길을 따라 가장 멀리 간 농부가 가장 성공한 농부가 된다.
공동 창고 엽전, 작물, 평판 표시, <차용증>, 내용물은 무한정 공급(부족분은 아무거나 대신함)
개인 준비 개인 판, 10냥, <시작 밭> 한 장, 말 한 개(‘번영의 길’ 1에 배치), <곳간/수레> 한 장, 상점에 작물 채워 넣기(오른 쪽 아래 2칸은 채우

지 않는다. <밭> 여덟 장: 각각 3/4/5/6짜리로 이루어진 두 세트(각 세트별로 섞어서 뒷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든다―밭 더미라 함).

선 정하기
선이 큰 동그라미 마커를 가진다.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돈다. 각자의 상점에 있는 작물 하나를 사서 <시작밭>에 심는다.
제한사항 - <밭>의 오른쪽 위에 있는 작물만 심을 수 있다.

- 게임 시작할 때에는 2명만 같은 종류를 심을 수 있다.

진행 아홉 라운드로 이루어지고,  다음의 단계를 가진다.

1. 수확 단계
새 밭 하나를 펼치고, 밭에서 작물을 수확한다.
- 각자의 밭 더미에서 밭 하나를 펼친다.
- 각자의 밭에서 작물 하나씩만 수확을 한다.
- 밭은 마지막 작물을 수확하자마자 제거하고, 공유지는 행동 더미로 버린다.

2. 카드 분배 
단계

행동 카드 두 장을 얻고, 새로운 선을 정한다.
- 카드 분배 단계를 시작할 때(이때에만) 남은 더미와 버린 더미를 섞어서 더미를 만들다.
- 플레이어 각 4장씩 받는다.
- 카드 분배를 시작하여 선 마커를 가진 사람부터 카드 1장을 버린다.
- 자기 차례시 다음의 2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만 한다.

1) 손에 든 카드 중 한 장을 내려놓기
2) 손에 있는 카드 중 1장을 선택하고, 바닥에 있는 카드 1장을 선택한다. 나머지는 다 보일 수 있게 내려놓는다.

주) 남은 카드를 선택해야하는 마지막 플레이어라면 손에든 것은 무조건 선택해야만 한다.

2인 규칙 플레이어는 카드 더미 위에 있는 카드를 공개하고 바닥에 놓을 수 도 있다. 이때 한 플레이어가 선택을 완료 했
다면, 이 방법으로 카드를 공개하는 플레이어는 즉시 카드 선택을 완료하고 차례를 종료해야만 한다. 

카드 선택 주의 사항
- 손에서 한 장, 바닥에서 한 장을 선택해야만 한다.
- 손에 한 장만 있다면, 이 카드를 무조건 선택하고 바닥에서 한 장 선택한다.
- 자기 영역에 카드를 내려놓을 시 그 수의 제한은 없다.

카드 분배 단계의 
종료

- 새로운 선정하기
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큰 선 표시를 갖고 선이 된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작은 선 표시를 갖는다.

3. 행동 단계

- 작물을 거래하고, ‘번영의 길’을 가며 점수를 얻는다.
- 자기 차례에 여러 행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다.
- “두 장 묶음 사기” 행동은 제외하고, 행동 수에는 제한이 없다.
-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같은 행동을 이어서 할 필요도 없다.
- 차례를 마치면 남은 작물은 곳간에 보관해야 하고, 돈을 내고 말을 움직여 점수 획득 가능
- 큰 선 표시를 가진 사람이 행동 단계를 시작하고, 작은 선 표시를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차례
- 3인 게임이면, 선 표시 마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 번째로 한다.

4인용 게임의
특별 규칙

라운드 마다, 선이 선 마커 없는 2명 중에 한명과 짝을 이루어 플레이.
주의: 카드에 언급된 “다른 사람”이란 바로 자신의 짝을 말한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카드들은 왼쪽 위
에 중국의 전통 등이 그려져 있다.

행동 설명

작물 심기

● 수레에서 작물 한 개를 가져와 빈 밭에 놓는다.
- 밭의 나머지 칸은 공동창고에서 같은 종류를 가져다 채운다.
- 밭의 오른쪽 위에 그 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종류 표시되어 있다.
- 밭이 클수록 심을 수 있는 작물 종류의 수는 적다.

상점에서 작물 사기 ● 자기 상점에서 작물 한 개를 사서 수레에 놓는다.
- 자기 상점에 있는 작물만 살 수 있고,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점에 작물 팔기

● 수레에서 작물 한 개를 가져와 자기 상점에 판다.
- 상점의 칸은 정해져 있어서 빈칸이 있을 때만 팔 수 있다.
- 팔 때의 가격은 옅은 색으로 되어 있다.

주) 이 행동은 게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차례가 아닐 때도 할 수 있다. 카드 분배 단계에도 할 수 
있다. “두 장 묶음 사기” 행동을 하는 도중에도 할 수 이다.

교환소에서 작물 
교환하기

● 수레에서 원하는 작물 한 개나 두 개를 가져와 <교환소>에 있는 작물 한 개와 교환한다.
- <교환소>에 있는 그릇의 수는 교환하기 위한 필요 작물의 수를 나타낸다.
- 그릇에 놓이는 작물은 공동창고로 돌아간다. 그런 다음 <교환소>에서 작물을 가져와 자기 수레에 놓는다. 
거래가 끝난 뒤에 <교환소>에 작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교환소>를 버린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교환소>를 내려놓거나 <교환소>가 공개되는 즉시, 카드에 표시되어 있는 작물을 
채운다(공동창고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교환소>가 공개되더라도 마찬가지다.

● 같은 작물끼리 교환할 수도 있다.
● <교환소>에서 얻은 작물을 바로 다른 작물과 교환할 수도 있다.
● 내려놓은 <교환소>위에 작물이 남아 있다면 버릴 수 없다.

조력자카드를 
사용하거나 버리기

● 조력자의 수완을 이용하거나 그냥 버린다.
- 조력자의 사용 시기는 카드에 잘 나와 있다.
- 조력자 카드는 사용하자마자 버린다.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조력카드는 모두 20종류이다. <거래자>만 세장이고 모두 한 장씩.
● 중국의 전통 등이 그려진 카드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카드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앞에 놓인 두 장 묶음 가운데 위에 있는 카드를 제거하면, 밑에 있는 

카드를 보드판 주변의 정해진 곳에 놓는다(밑에 있는 카드는 이제 공개된다).
주의: 4인 게임에서 행동카드에서 언급하는 “다른 사람”이란 짝을 말함.

● 조력자 카드 내용 중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시작밭, 곳간, 수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력자는 없다. 시작밭, 곳간, 수레에 

있는 작물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게에 납품하기

● 카드를 내려놓은 순서에 상관없이 <가게>에 납품할 수 있다.
- 카드에 그려진 두 종류의 작물을 4라운드 동안 납품해야 한다.
- 가게에는 라운드 마다 한 번씩만 납품할 수 있다. (두 종류를 동시에 납품해야함)
- 납품한 뒤에 표시된 금액을 공동창고에서 가져온다.
- <가게>를 내려놓을 때, 평판표시를 가져와 파란색 면이 보이게 놓는다.(평판 좋다)
-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평판표시를 빨간색 면이 보이게 놓는다. 이렇게 평판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마다 두 냥의 벌금을 공동창고에 낸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가게>에 작물을 납품할 때는 아래에 있는 칸부터 채운다.
● <가게>에 작물을 납품하면, 즉시 표시된 금액을 받는다.
● 일부만 납품하여 칸의 일부만 채울 수는 없다(작물 한 개만 납품할 수는 없다)
● <가게>를 내려놓은 라운드부터 납품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행동 단계에 <가게>가 공개되면 그 라운드에 아직 자기 차례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납품한다.
● 벌금 두 냥을 낼 돈이 부족하다면, 수레에 있는 작물을 상점에 팔수도 있고, 조력자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 <가게>의 넷째(맨 위) 칸이 채워지자마자, 그 카드를 버린다.
● 일단 <가게>를 내려놓으면 네 번의 납품이 끝날 때까지는 버릴 수 없다.

노점에 납품하기

● 카드를 내려놓은 순서에 상관없이 <노점>에 납품할 수 있다.
- 수레에 자신의 <노점>에 그려진 작물 세 개가 있다면, 공동창고에 내고 표시된 금액을 받는다.
* 납품하는 순간, <가게>와 <노점>의 수가 같다면, 왼쪽에 표시된 금액을 받는다.
* 납품하는 순간, <노점>이 <가게>보다 많다면, 왼쪽에 표시된 것보다 두 냥 적은 금액을 받는다.
* 납품하는 순간, <가게>가 <노점>보다 많다면, 왼쪽에 표시된 것보다 두 냥 많은 금액을 받는다.

● 납품이 끝나는 즉시 <노점>을 버린다.
● <가게>와 <노점> 가운데 어느 곳에 먼저 납품하느냐에 따라, <노점>에 납품해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주의! <노점>에 납품할 때는 작물 세 개를 동시에 납품해야 한다. 일부만은 안 된다.
● 한 라운드에 <노점> 여러 곳에 납품할 경우에는, 먼저 납품이 끝난 <노점>을 버린 뒤에 

<가게>의 수와 비교하여 <노점>의 납품 가격을 정한다.
● <가게>의 경우와는 달리, <노점>에는 납품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
● 일단 <노점>을 내려놓으면 납품이 끝날 때까지는 버릴 수 없다.

두 장 묶음 사기

● 행동 단계 때마다 딱 한 번 행동카드 “두 장 묶음”을 살 수 있다.
- 행동카드더미에서 가져오는 행동카드 두 장으로 이루어진다.
- 사려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조력자카드의 수와 <교환소>의 수 가운데 더 큰 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장 
묶음의 가격이다.
- 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행동카드 밑에 놓인 카드는 세지 않는다.
- 금액 지불 후, 행동카드 두 장을 가져와 다들 볼 수 있게 자기 앞에 놓는다. 이때 원하는 만큼 보유한다. 
보유하지 않기로 한 카드는 버린다.

주의: 두 장을 모두 보유하기로 하면, 반드시 두 장을 겹쳐서, 즉 한 장을 다른 한 장 위에 놓아야 한다. 이때 
밑에 있는 카드의 윗부분이 보이도록 겹쳐서 놓는다. 어떤 카드를 위에 놓고 어떤 카드를 밑에 놓을지는 산 
사람이 정한다.
● 행동카드에 포함된 밭(공유지)의 가격은 언제나 두 냥이다. 묶음에 이러한 밭이 있다면, 그 밭을 묶음의 밑에 

놓더라도 즉시 돈을 내야한다.(이때 밭의 가격은 묶음사기 비용과 별도이다)
● 겹쳐진 두 장 묶음

- 두 장 묶음 위에 놓인 카드를 버리면, 즉시(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밑에 놓인 카드를 정해진 곳에 
놓는다. 그 카드가 <교환소>라면 작물도 채우고, <가게>라면 평판표시도 놓는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교환소>와 조력자카드를 한 장도 내려놓지 않았다면, 두 장 묶음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 두 장 묶음 가운데 한 장도 보유하지 않기로 해도, 그 라운드에는 이제 두 장 묶음을 살 수 

없다.
● 묶음에 포함된 밭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상점에 작물을 팔수도 있고, 조력자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행동 단계의 종료

작물 보관

● 자기 차례를 마치면, 남아 있는 작물을 수레에서 곳간으로 옮긴다. 곳간에 표시된 숫자만큼만 
작물을 곳간에 보관할 수 있다. 곳간에 보관할 수 없는 작물은 상점에 팔거나 공동 창고로 보
내야 한다.

● 곳간의 크기는 기본은 1, 두 냥을 내고 4로 확장 가능. 

점수 얻으며 
말 이동하기

● 행동 단계에 자기 차례를 마치면, 돈을 내고 ‘번영의 길’에 있는 자신의 말을 전진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다. 

● 라운드마다 첫 걸음은 한 냥이다. 그 보다 더 전진하려면 표시된 액수만큼 돈을 내야 한다.

차용증

●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
● <차용증>을 한 장 받고 공동창고에서 다섯 냥을 가져온다.
● 게임이 끝났을 때, 가지고 있는 <차용증>의 수만큼 말을 후퇴시킨다. 여유가 생기더라도 빌린 돈은 갚을 수 없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받을 수 있는 <차용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차용증>이 부족하면, 주위의 물건으로 대체하면 된다.
● 초보자라면 신중할 것을 권한다.
● 능숙한 사람은 <차용증>을 두 장 이상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

행동에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  시작밭으로  라운드 체크 가능

종료

● 9라운드를 진행하고, <시작밭>의 마지막 작물을 수확하는 라운드를 마치면 게임은 종료.
● <차용증>이 있는 사람은 그 카드의 수만큼 ‘번영의 길’에서 말을 후퇴시킨다.

승자 ‘번영의 길’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승자이다.

동점

●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둘 이상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승자
● 점수도 동점이고 남은 돈도 같다면, 밭과 곳간에 있는 작물의 수로 승부를 가린다. 작물이 더 많은 사람이 승

자이다.
● 작물의 수까지 같다면, 공동 우승이다.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 게임이 끝난 시점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거래자>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 게임이 끝난 시점에 남아 있는 <가게>나 <노점> 때문에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 상점에 있는 작물의 수는 승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