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백 년간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한 경주마들이 경기장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경주로, 역대 최고의 경주
마는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경주마들이 출발선에 선 순간, 경마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
이 유례없는 영예를 쟁취하도록 기수와 말을 응원할 것입니다. 경마 팬들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액의 배
당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우승마를 맞췄다는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게임 목표
위너스 서클은 세 번의 경주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들은 경주마다 7마리의 경주마에 돈을 걸어서, 자신이 응원하는 말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말의 기수의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세 번의 경주가 끝나고, 배당금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 구성물
게임 보드 1개

말 카드 28장

경주 트랙과 배당표, 7군데의 베팅 구역이 있습니다.

말 피규어 7개
로얄 터프 카드 21장 (변형 규칙에서만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표시 타일 6개
(플레이어 표시용)

동전 50개
베팅 칩 24개
(색깔당 4개씩: 0, 1, 1, 2)
(12 x 50)

(26 x 100)

(12 x 500)

주사위 1개
(말 머리 3면, 기수 모자 1면, 안장 1면, 편자 1면)

페이스 칩 1개

게임 준비
1 테이블 가운데에 게임 보드를 펼쳐 놓고, 그
옆에 말 7개와 주사위, 페이스 칩, 동전을 놓습
니다.

2
1

2 말 카드 28장을 잘 섞어서, 앞면이 보이지 않
도록 카드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3 각자 색깔을 하나 선택하고, 해당하는 색깔
의 플레이어 표시 카드를 자기 앞에 놓습니다.
자기 색깔의 베팅 칩 중에서 1, 1, 2만 가져옵
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색깔의 카드와 베팅 칩은 박스에
치워 놓습니다.

참고: 베팅 칩 중 0은 변형 규칙에서 사용합니다.
설명서 마지막의 변형 규칙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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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법
경주는 아래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총 세 번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1. 경주 준비

3. 경주 진행

어떤 말이 어느 게이트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원하는 말을 움직입니다.

경주 트랙의 18번 칸에 페이스 칩을 놓습니다.

이번 경주의 베팅을 시작한 사람부터 주사위를 굴립니다. 원하는
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말 카드에 표시된 4개의 그림 중, 주사위
결과에 해당하는 그림의 숫자만큼 말을 전진시킵니다. (카드가 놓
인 게이트의 색깔과 움직이는 말의 색깔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동을 했다는 표시로 해당 말 카드를 뒤집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들이 이동하기 전까지 다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을 참고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시계 방향 순서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주사위를 굴
리고, 말 카드가 앞면으로 놓인 말 중 하나를 주사위 결과에 따라
이동한 후, 말 카드를 뒤집습니다. 모든 말이 한 번씩 이동하면,
말 카드를 모두 다시 앞면으로 돌려 놓습니다.

7마리 말의 시작 지점을 다음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말 카드 더미에서 맨 위의 카드를 한
장 펼쳐서, 제일 오른쪽 1번 게이트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게이트 색
깔의 말을 회색 출발선 바로 뒤인 36
번 칸에 놓습니다. 다음 말 카드를 2번
게이트에 놓고, 2번 색깔의 말을 35번
칸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36~30번
칸에 7개의 말을 하나씩 놓습니다.

게이트 번호
말 색깔

참고: 경주마의 특성을 고려한 세팅으로 게임을 즐기려면,
설명서 마지막의 로얄 터프 규칙을 참고하세요.

예시 1.

2. 베팅

말들의 능력치를 참고하여, 원하는 말에 베팅합니다.

첫 번째 경주는 베팅을 시작하는 사람을 임의로 정합니다. 베팅
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7곳의 베팅 구역 중 한 곳에, 그림과 같이
숫자가 보이도록 베팅 칩을 놓습니다. 베팅의 의미는 베팅한 말이
이번 경주에서 3위 안에 들어온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사람의 시계 방향 순서로 베팅 칩을 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자 3번씩 돌아가며 베팅 칩을 놓습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반드시 이동시킬 말을 하나 골라야 합니다. 카드
가 앞면인 말 중에서 골라야 하며, 차례를 패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 트랙의 한 칸에는 한 마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을 마친 칸에 다른 말이 이미 있었다면 방금 움직인 말을 한 칸
뒤로 후퇴시킵니다. 그 칸에도 이미 다른 말이 있다면, 다시 한 칸
후퇴시킵니다. (예시 2를 참고하세요.)

주의: 자신의 베팅 칩을 한 곳에 여러 개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3마리의 말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의 앞쪽 칸에 모두 다른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이동시켜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말을 이동시킬 말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전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 카드를 뒤집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베팅한 곳에도 자신의 베팅 칩을 놓을 수 있습
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주를 할 때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베팅
을 시작합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 사람들 중에
서 임의로 뽑습니다.

예시 2.

X

베팅 구역

베팅 칩

경주 시작 지점

A말이 6칸을 전진합니다. 이동하는 말은 이미 말이 놓인
칸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16번과 17번 칸에는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말은 4칸만 전진한 채 15번 칸
에서 멈춰야 합니다.

상금 배당률 표

페이스 칩

처음으로 18번 칸에 도착하거나 그 칸을 지나친 말은 베팅당 배
당금이 100 오릅니다. 표시를 위해 페이스 칩을 해당 말의 베팅
칸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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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이 결승점을 통과하면, 그 즉시 해당 말 카드를 제거합니
다. 결승점을 처음으로 통과한 말(Win)을 배당표 옆에 있는
칸에 놓습니다. 두 번째(Place)와 세 번째(Show)로 결승점을 통
과한 말도 각각
칸과
칸에 놓습니다. 3등 말이 결승점을
통과하면 경주가 끝납니다. 이 때, 꼴찌인 말을 배당표 옆의
칸에 놓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나눌 차례입니다!

예시 3.

* 경마에서 1등 말을 Win, 2등은 Place, 3등을 Show라고 합니다.

4. 배당금 지급

좋은 성적을 거둔 말에게 베팅한 사람들은 상금에 환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권을 찢으며 안타까워 합니다.

게임 보드의 배당표에는 얼마의 상금을 얻는지 표시가 되어있습
니다. 우선, 1, 2, 3등 말에 걸린 베팅 칩에 표시된 숫자를 각각 더
합니다.
짜리 칩당 1베팅,
짜리 칩은 2베팅으로 셉니다. 배
당표의 가로줄에서 말의 등수(Win, Place, Show)를 확인하고, 세
로줄에서 해당 말에 걸린 베팅 칩 숫자의 합을 확인합니다. 그렇
짜리
게 확인한 칸의 금액이 그 말의 베팅당 받는 상금입니다.
짜리 칩을 놓
칩을 놓은 사람은 그 말의 상금 칸 금액을 받고,
은 사람은 두 배의 금액을 받습니다.
페이스 칩을 획득한 말이 3등 안에 들었다면, 이 말에 베팅한 사
짜리 칩을 걸었다면 100,
짜
람들은 추가 상금을 받습니다.
리 칩을 걸었다면 200을 받습니다.

Win: 도연이는 이 말에
짜리 칩(=2베팅)을 걸었습니
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에 아무도 베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상금 칸은 두 번째 칸입니다.

도연이는 700을 받습니다. (2 x 350)
Place: 나영이는
짜리 칩을 걸었고, 도연이와 서진이
짜리 칩을 걸었습니다. 이 말의 상금 칸은 4번째 칸
는 각각
입니다.

나영이는 300을 받고,
도연이와 서진이는 각각 150을 받습니다.
Show: 서진이는
짜리 칩을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상금 칸은 첫 번째 칸입니다.

칸에 있는 말)에 칩을 베팅한 사람은 벌금을 지불합
꼴찌 말(
짜리 칩을 놓은 사람은 100,
짜리 칩을 놓은 사람은
니다.
200을 내야 합니다. 지불할 벌금이 모자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지불합니다.

서진이는 250을 받습니다.
페이스 칩: 두 번째로 들어온 말이 페이스 칩을 획득했습
니다. 이 말에 베팅한 사람들은 추가로 상금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주에서는 상금과 벌금이 모두 2배입니다.

나영이는 추가 200을 받고,
도연이와 서진이는 각각 추가 100씩 받습니다.

각자의 베팅 칩을 회수하고, 사용한 말 카드 7장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주가 끝난 경우라면, 게임 방법 1번 경주 준
비 설명으로 돌아가서, 다음 경주를 준비합니다.

서진이는 이 말에
짜리 칩을 걸었고, 서연이는
짜리
칩을 걸었습니다. 이 말에 베팅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주의 배당금 지급이 끝나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
리합니다.

서진이는 200, 서연이는 100을 냅니다.

변형 규칙
혼잡한 경주

비공개 베팅

경주 트랙의 한 칸에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이 같
은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36번 칸)

이 변형 규칙은 2~4인 게임에 추천합니다. 기본 규칙에 다음의
예외 사항을 적용합니다.
각자 자기 색깔의 베팅 칩 4개(0, 1, 1, 2)를 모두 받습니다. 4번
에 걸쳐서 베팅을 하는데, 이 때 칩의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놓습
니다. (자신이 베팅한 칩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주가 끝날 때까지 칩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주가 끝나
칩은 배당금에 아무 효과도 미치지
면 모든 칩을 공개합니다.
않으며, 단순히 속임수로 사용합니다.

배당 규칙 변경
배당금을 지급할 때 아래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배당표에서 배당금을 정할 때, 칩의 숫자를 더해서 정하지 않고,
칩의 개수를 더해서 정합니다. 따라서,
짜리 칩을 걸어도 1번
칸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규칙과 비공개 베팅
규칙을 함께 적용하면, 0짜리 칩도 칩의 개수에 포함합니다. 단,
짜리 칩을 건 사
배당금 분배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람은 배당금 칸의 상금을 받고, 짜리 칩을 건 사람은 두 배를 받
짜리 칩을 건 사람은 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만

로얄 터프
위너스 서클의 초판인 로얄 터프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의
변형 규칙을 추천합니다. 말 카드 28장 대신, 로얄 터프 카드 21
장을 사용합니다. 로얄 터프 카드 더미의 제일 윗장을 펼쳐서, 카
드 색깔과 같은 게이트에 놓습니다. 해당 게이트와 같은 색깔의
말을 36번 칸에 놓고, 지금 배치한 카드와 같은 색깔의 카드를 모
두 제거합니다. 그렇게 1-7의 게이트에 서로 다른 7장의 카드를
골고루 하나씩 놓습니다. 제거했던 카드는 다시 잘 섞어서 더미
를 만들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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