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개요

플레이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승부사들로 현란한 
라스베가스에서 그들의 행운을 시험해보려 한다. 

방문할 수 있는 카지노는 모두 여섯 군데로, 각자의 숫자를 갖고 있고 
승자에게 배당되는 금액도 각기 다르다. 라운드를 진행할 때마다 같은 
의문이 다가온다 

"어느 곳에 나의 주사위를 걸어서 카지노의 최강자가 되어 돈을 "어느 곳에 나의 주사위를 걸어서 카지노의 최강자가 되어 돈을 
받을까? 나의 상대들은 어디에 주사위를 걸까? 어느 곳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경쟁에서는 단 한 번만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남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뿐! 

4라운드가 끝난 뒤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자가 된다.

게임 구성품

주사위 40개 (플레이어 색깔별로 8개씩)

카지노 6개 (1~6까지)

지폐 54장 :
$60,000, $70,000, $80,000, $90,000 
다섯장씩, 
$10,000, $40,000, $50,000 여섯장씩, $10,000, $40,000, $50,000 여섯장씩, 
$20,000, $30,000 8장씩

선 카드 한 장

게임 개요

플레이어들은 
라스 베가스에서 행운을 
시험하는 승부사들이 된다.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은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은 
각 카지노에서 최다자가 
되기 위해 주사위를 
배치해야 한다.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자가 된다.

대한민국 보드게임의 중심 보드엠 http://boardm.co.kr



게임 준비

6개의 카지노를 가치 순서대로 보드 위에 늘어놓는다. (그림 참조)

54장의 지폐를 섞은 뒤 카지노 옆에 뒤가 보이도록 덱을 쌓는다. 
그리고나서 카지노 옆에 지폐를 놓는다. 각각의 카지노에 적어도 
$50,000 이상이 놓일때까지 계속 놓는다.

만약 한 장 이상의 지폐가 놓인 카지노가 있다면, 정리해서 놓여진 
지폐의 금액이 보이도록 한다. (그림 참조)

각 플레이어에게 각자 색깔에 해당하는각 플레이어에게 각자 색깔에 해당하는
8개의 주사위를 준다.

가장 나이 많은 플레이어가
선 카드를 갖는다.

게임 진행

게임은 4라운드로 구성되고, 한 라운드는 각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너댓차례 굴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가장 나이 많은 플레이어(선)가 시작하고 이후 시계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신의 턴에 현재 손에 있는 모든 주사위를 굴린다. (시작시에는 8개일 자신의 턴에 현재 손에 있는 모든 주사위를 굴린다. (시작시에는 8개일 
것이고 이후로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나서 결과로 나온 주사위 눈 중 
하나를 정해서 그 눈에 해당하는 모든 주사위를 선택해서 같은 숫자의 
카지노 위에 놓아야 한다. 올려지는 카지노 위에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주사위들을 놓았거나 놓지 않았거나 상관은 없다.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주사위를 굴린다.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들이 주사위를 굴릴때까지 진행한다.

게임 준비

- 카지노를 놓는다

- 지폐들을 섞어 각 
카지노마다 적어도
$50,000 이상이 되게 
놓는다.

- 각 플레이어에게 각자의 - 각 플레이어에게 각자의 
색깔에 해당하는 주사위 
8개씩을 나눠 준다.

게임 진행

각자의 턴에, 자신의 모든 
주사위를 굴린 뒤, 
나온 결과 들 중 한 개의 
주사위 눈을 정해서
그 눈이 나온 모든 주사위를 그 눈이 나온 모든 주사위를 
대응하는 카지노에
올려 놓는다.



남은 주사위가 없다면, 라운드 끝까지 계속 패스한다. (따라서 주사위가 
혼자 남은 플레이어가 라운드 끝날때까지 혼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생긴다.)

마지막 플레이어가 남은 주사위를 모두 카지노에 올린다면 카지노에서 
수익을 받는다.

먼저, 각 카지노에서 2명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같은 갯수의 먼저, 각 카지노에서 2명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같은 갯수의 
주사위를 놓았는지 확인한다. 이럴 경우 해당 플레이어들은 그 
카지노에서 자신의 모든 주사위를 가져온다.

그리고나서 첫 카지노에서부터 지폐를 분배한다.

카지노에 가장 많은 주사위를 올린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빼면서 (자신으 
손으로 가져가면서) 카지노 옆에 놓인 지폐중 가장 높은 가치의 지폐를 
가져간다.  

남은 지폐가 있다면 그 이후로 각각 남은 주사위의 갯수가 많은 남은 지폐가 있다면 그 이후로 각각 남은 주사위의 갯수가 많은 
순서대로 높은 가치의 지폐를 가지간다. 남은 플레이어들에게 분배되기 
전에 지폐가 떨어진다면, 그 플레이어들은 지폐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주사위만 회수한다.

모두 분배한 후에도 지폐가 카지노 옆에 남아있다면, 가져와 뒤집어서 
지폐덱 맨 밑으로 넣는다.

같은 방식으로 남은 카지노 다섯 군데에서도 분배를 한다. 획득한 같은 방식으로 남은 카지노 다섯 군데에서도 분배를 한다. 획득한 
지폐들은 각자 자신의 앞에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다.

다음 라운드

여섯 개의 카지노에 지폐를 다시 배분해서 각 카지노 옆에 적어도 
$50,000이 놓이게 한다. (게임 준비 단계와 동일)

주사위를 다 사용한 
플레이어는 라운드 
마지막까지 턴을 패스한다.

중요!
카지노 위에 같은 주사위의 카지노 위에 같은 주사위의 
수를 올린 플레이어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카지노마다 가장 많은 수의 
주사위를 올린 플레이어는 
가장 높은 액수의 지폐를 
받는다.

다음 라운드가 되면 각 
카지노마다 적어도 $50,000 
이상이 되게 지폐를 다시 
놓는다.



전 라운드의 선 플레이어 옆의 플레이어가 선 카드를 갖고 이 플레이어 
부터 라운드를 시작한다.

게임 종료

4라운드 이후 게임은 끝난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돈을 센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동률일 경우, 지폐의 장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그래도 동률일 
경우, 승자는 여러명이 된다.

2~4인용 규칙

이하의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기본 규칙을 따른다 :

각 라운드의 시작마다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색깔 8개를 받고,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중립 색깔을 하나 정해서 해당 주사위를 더 받는다. 
(흰색 사용 추천)

- 2인용일때는,  중립 색깔 주사위를 4개씩 더 받는다. (총 12개)
- 3~4인용일때는, 중립 색깔 주사위를 2개씩 더 받는다. (총 10개)

(3인용일때는 라운드의 시작마다 남은 2개의 주사위를 선 플레이어가 (3인용일때는 라운드의 시작마다 남은 2개의 주사위를 선 플레이어가 
굴린 뒤, 각 주사위의 눈에 해당하는 카지노 위에 놓는다.)

자신의 턴에, 플레이어는 자신의 색깔과 중립 색깔 주사위를 모두 
굴려서 모두가 한 색깔인 것처럼 간주해서 카지노에 배치한다.

라운드의 종료시 지폐 배분할 때 중립 색깔 주사위는 가상의 플레이어 
한 명에게 할당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가상의 플레이어에게 돌아간 
지폐는 뒤집어서 지폐 덱의 맨 밑에 넣는다.

선 플레이어 카드를 왼쪽 
플레이어에게로 넘긴다.

게임 종료

게임은 4라운드 이후 끝난다.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2~4인용 규칙

각 플레이어는 중립색의 각 플레이어는 중립색의 
주사위를 추가로 받는다:
4개씩 (2인플) / 2개씩 (3~4
인플)

굴린 중립 주사위는 자신의 
것처럼 간주해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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