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스탁파일은 기업투자(Corporate Investments),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으로 구성된 빨리 진행되는 경제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최고 순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게임 종료시 가장 많은 돈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입찰 미플(Bidding Meeple), 개인 보드판(Player Board), 20,000달러의 
현금 카드(5K달러 3장과 1K달러 5장)을 각 플레이어에게 나눠줍니다.
나머지 현금카드는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턴마커(Turn Marker)를 플레이어 수에 해당하는 게임판 위의 달력 공간
(Calendar Space)에 놓습니다.

어두운 원형으로 표시되는 주식 시세 표시기(Stock Ticker)를 각 주식의 
시작가(Starting Values)에 위치시킵니다.

기업 카드(Company Cards)와 주가전망 카드(Forecast Cards)를 섞은 후
 게임판 옆에 각각 쌓아 놓습니다.

주식 카드(Stock Cards) 60장, 거래수수료 카드(Trading Fee Cards) 12장,
액션 카드(Action Cards) 8장을 섞어 시장 더미(Market Deck)을 만듭니다.
이때 6종의 주식카드 각 1장을 빼내어 각 플레이어에서 나눠주고,
플레이어는 해당 주식 카드를 개인 보드판의 주식 포트폴리오(Stock
Portfolio)에 뒤집어 놓습니다. 이 주식 카드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주식카드처럼 사용 됩니다. 
나눠주고 남은 카드는 다시 시장 더미에 넣고 시장 더미을 섞은 후 게임판
옆에 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게임은 최근에 가장 비싼 식사를 대접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에게는 선 플레이어 토큰(First Player Token)를 줍니다.

주식 더미[Stock Pile] 놓는 곳

[그림 - 1    5인
플레이 게임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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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마커 주식 시세 표시기

기업 카드 주가전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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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카드 거래수수료 카드 액션 카드 시장 더미



게임은 인원수에 따라 여러 번의 라운드를 진행합니다(그림 2 참조). 게임은 선

플레이어 토큰을 갖은 플레이어부터 시작하고 시계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 종료시 선 플레이어 토큰을 왼쪽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각 라운드는 아래 6개의 단계(phase)로 구성됩니다.

정보 단계(Information Phase)

공급 단계(Supply Phase)

수요 단계(Demand Phase)

액션 단계(Action Phase)

매매 단계(Selling Phase)

변동 단계(Movement Phase)

[그림 -2  턴 마커는 플레이어 인원 수에 따른 라운드 수를 나타냅니다.]

라운드 수는 게임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플레이어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턴 마커는 게임에서 남은 라운드 수를 따라 움직입니다.

정보 단계에서 각 플레이어는 기업카드와 주가 전망 카드를 받습니다.

기업카드는 주가 전망카드와 한 쌍이 되어 주가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주가 변동은 라운드 마지막의 변동 단계(Movement Phase)에서 발생합니다.

예 : 그림 4에서, American Automotive 기업 카드는 +2 전망 카드와 

한 쌍이 됩니다. 따라서 변동 단계에서 America Automotive 주가는

2만큼 상승합니다.

기업 카드 1장과 주가 전망 카드 1장을 각 플레이어에서 나눠줍니다.

참고 :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확인하고 남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변동 단계에서 주가가 변동되기 전에, 수요(Demand Phase) 및 

매매(Selling Phase) 단계에서 필요한 내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 - 각 플레이어에게 배부된 기업 카드와 주가 전망 카드]

기업 카드 1장과 주가전망 카드 1장을 윗면이 보이도록 게임판 위에
놓습니다. 이 주가 변동은 공개된 정보입니다.

남은 기업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는 한 쌍으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카드 더미
한 쌍을 게임판 옆에 뒷면에 보이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참고 : 이 카드는 라운드 마지막의 변동 단계(Movement Phase)에서 사용됩니다.

[그림 - 4 앞면이 보이게 한 카드와 뒤집어 놓은 기업카드와 주가전망카드 배치]

3인 플레이에서는 2 쌍, 4인 플레이에서는 1쌍의 뒤집어 놓은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가있으며, 5인 플레이에서는 뒤집어 놓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는 총 6쌍, 1쌍은 공개, 나머지는 플레이어 수 만큼 배부, 그리고 남은

뒤집힌 카드)

공급 단계에서, 플레이어는 주식더미(Stockpiles)에 본인의 카드를 놓습니다.

이 카드에는 주식 카드, 거래수수료 카드, 또는 액션 카드가 해당됩니다.

주식더미는 시장 공급소를 나타내고, 수요 단계(Demand Phase)에서 입찰하여

획득합니다. 

시장 더미에서 카드 하나씩 각 주식더미에 앞면에 보이도록 놓는 것으로
주식 더미 쌓기를 시작합니다. 주식 더미는 게임판 아래쪽으로 계산기
그림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주식더미의 갯 수는 플레이어 인원 수와
동일하게 만듭니다.

시장 더미에서 카드 2장씩 각 플레이어에게 나눠줍니다.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다른 카드와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턴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이 2장의 카드를 원하는 모든 주식더미에
놓습니다. 이때 한 장은 윗면에 보이도록, 다른 한 장은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서 놓습니다.

(정보 단계)

(정보 단계 절차)

(공급 단계 절차)

(공급 단계)



참고 : 이 2장의 카드는 같은 주식더미에 놓아도 되고, 다른 주식더미에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4번째 또는 5번째 플레이어 주식더미에 

놓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더미에 얼마나 많은 카드들이 쌓여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를 잘 펼쳐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카드를 주식더미에 놓았다면, 수요 단계

(Demand Phase)에서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림 - 5 카드는 주식더미에 놓여진다.]

수요단계에서 플레이어는 공급단계에서 쌓인 주식더미를 얻습니다. 

입찰트랙(Bidding Track)은 수요 단계 종료시 해당 주식더미에 대하여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요도 또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턴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원하는 모든 입찰트랙의 입찰가능한 숫자에

입찰미플을 놓습니다. 또한, 이미 입찰이 진행 중인 트랙에도 더 높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레이어는 본인이 보유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보유한 돈은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입찰을 마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입찰에서 졌을 때에는(예, 같은

입찰 트랙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입찰미플을 더 멀리 놓았을 때), 입찰에서

진 플레이어는 본인의 미플을 집어내고 다음 턴에 재입찰을 합니다.

참고 : 재입찰은 모든 플레이어가 한번 씩 입찰을 끝내고 발생합니다. 다수의

플레이어가 각각 다른 플레이어에게 입찰에서 졌을 때에는 시계방향 순서대로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재입찰은 같은 입찰트랙 또는 다른 트랙에 가능합니다.

만약 한 입찰트랙에서 더 이상 입찰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트랙은

마감됩니다. 최고 입찰 금액은 25,000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플레이어

보다 낮거나 같게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 6 입찰 트랙에 놓여진 입찰미플]

입찰은 모든 트랙에 미플이 놓여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플레이어는 은행에 해당 입찰 금액을 납부하고 본인의 입찰미플을 회수하고,

구매한 주식더미의 모든 카드을 갖고 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구매한 주식더미에 거래 수수료 카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은행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거래 수수료 카드는

시장 더미 옆의 사용한 카드 더미(Discard Pile)에 앞면을 위로하여 놓습니다.

[그림 - 7 거래수수료 카드]

참고 : 만약 플레이어가 거래 수수료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거래 수수료 카드는

본인 앞에 앞면을 위로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된 모든 거래 수수료 카드는, 돈이

생기면 즉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제거합니다.

그 외 획득한 주식 카드는 개인판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뒷면이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참고 : 게임에서 획득한 주식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에겐 보여주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언제든 자신의 주식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 주식카드는 개인판의 주식 포트폴리오 부분에 뒷면이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수요 단계)

(수요 단계 절차)



액션 단계에서는, 플레이어는 액션 카드를 이용하여 시장을 조작합니다.

턴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이전 수요 단계에서 획득한 모든 액션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하여 사용된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Stock Boom ! - 각 카드마다, 플레이어는 주식 하나를 선택하고 2만큼 주가를
                       올립니다.

Stock Bust ! - 각 카드마다, 플레이어는 주식 하나를 선택하고, 2만큼 주가를
                     내립니다.

[그림 - 9  액션카드에는 “A”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 플레이어는 무조건 한 주식을 선택하고 그 주가를 올리거나 내려야

합니다. 이때 주가가 주식 주식분할(Stock Split) 또는 부도영역(Bankruptcy

space)에 도달한다면, 변동 단계(Movement Phase)의 규칙을 따릅니다.

액션 카드는 카드를 획득한 같은 라운드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매매 단계에서 플레이어는 현재 보유한 어떤 주식도 팔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를 알기위해 정보 단계

(Information Phase)에서 얻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턴 순서대로, 플레이어는 본인이 획득한 모든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각 주식의 현재 주가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주식은 앞면이 보이게 사용한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참고 : 플레이어의 분할 포트폴리오(Split Portfolio)에서 판매된 주식은 주가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플레이어는 현재 주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주식을 분할 포트폴리오에서 일반 주식 포트폴리오로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할 주식에서 오직 1 주식만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할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변동 단계(Movement Phase)의 주식 분할

(Stock Splits)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변동 단계에서는, 주가가 정보 단계에서 나눠준 기업카드와 주가 전망 카드에 따라

움직입니다.

턴 순서에 따라, 플레이어는 본인의 기업 카드와 주가 전망카드를 보여주고, 

그에 따라 주가를 움직입니다.

참고 : 플레이어는 분할 포트폴리오의 주식에 대해서는 2배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플레이어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주식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플레이어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10 이상으로 상승된다면, 그 주식은 분할됩니다.
주식 분할은 여러분이 보유한 해당 주식 수를 2배가 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이 분할될 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플레이어는 그 주식을 공개하고, 분할 포트폴리오에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만약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주식 분할 영역에 정확히 도달하게 된다면,
이 주가를 6으로 되돌립니다.

만약 주가의 승상으로, 주가가 주식 분할 영역보다 더 멀리 움직인다면,
이 주가를 6으로 리셋하고, 남은 주가 상승분만큼 주가를 계속 상승 시킵니다.

예 : Epic Electric 주가가 9이고, 이번 라운드에서 해당 기업 카드가 +4의

주가전망카드와 한 쌍이 되었을 때, Epic Elctric 은 총 +4 변동에서

+2만큼의 변동만으로 주식 분할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주가는 

6으로 리셋이 되고, 남은 변동분에 의하여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Epic Electric 주가는 이 변동 결과 8이 될 것입니다.

[그림 - 10  주식 분할 동안 주식 시세 표시기의 이동]

게임판 옆의 상단의, 윗면이 보이는 한 쌍의 기업카드와 주가전망 카드 및

뒤집힌 여러 쌍의 기업카드와 주가전망 카드에 따라 남은 주가를 움직입니다.

모든 주식은 매 라운드 마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액션 단계)

(액션 단계 절차) 

(매매 단계 절차) 

(주식 분할) 

(변동 단계 절차) 

(변동 단계)

(매매 단계)

“$$” 표시된 주가 전망 카드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가는 변하지 않는 대신에 각 플레이어는 즉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해당 기업의 주식 한 주 당 $2,000 달러를 받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에 획득한 새 주식은 플레이어의 분할 포트폴리오가 아닌, 

일반 주식 포트폴리오에 놓는다. 만약 플레어이가 이미 본인의 분할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게임에서 나중에 다시 그 주식이 분할된다면, 플레이어는

본인의 분할 포트폴리오의 그 주식 한 주당 $10,000의 현금카드를 받습니다

만약 주가가 한 턴 중에 1미만으로 움직인다면, 주식은 즉시

부도가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분할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보유한 해당 주식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주가는 시작가 5로

되돌아갑니다.

라운드는 변동 단계 후에 종료됩니다. 만약 턴 마커가 달력의 가장 오른쪽

지점에 아직 위치하지 않았다면, 턴 마커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선 플레이어 토큰을 왼쪽 플레이어에게 전달하고 다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만약 턴 마커가 이미 달력의 가장 오른쪽지점에 있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Game End)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게임은 마지막 변동 단계가 종료되면 끝납니다. 시장 더미에 남은 모든 카드는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각 기업의 대주주를 결정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공개합니다. 대주주는 한 기업의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플레이어

입니다.

각 기업의 대주주는 $10,000달러 보너스를 받습니다. 만약 동점인 대주주가

있을 경우, 모든 동점인 대주주는 $5,000 달러를 받습니다.

참고 : 대주주를 결정할 때, 플레이어별 분할 포트폴리오의 주식 수는 2배로
계산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최종 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의 주식을 재판매합니다.

참고 : 재확인, 플레이어의 분할 포트폴리오의 모든 주식 수는 2배로 계산 합니다.

각 플레이어의 현금 카드를 합합니다. 가장 많은 돈, 결국 최고 순이익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2인 플레이 변형룰을 적용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은 3인 이상 플레이를

해보길 제안합니다. 2인 변형룰은 4인 플레이어 게임과 유사합니다. 

다만 라운드의 단계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20,000 달러 대신 $30,000 의 돈으로 시작을 하며, 동일하게

1개의 주식을 갖고 시작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2개의 입찰미플(빨강 또는

파랑)을 받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2쌍의 기업카드와 주가전망카드를 받습니다.

참고 : 2쌍의 카드를 각각 분류하여 보관하고, 이 카드는 섞이거나 서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남은 2쌍의 기업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는 뒤집어서 게임판 옆에 놓습니다.

이 2쌍의 카드는 각 라운드별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변동 단계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어느 플레이어도 그 효과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림 - 11 뒤집어 놓은 2쌍의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

무작위로 시장 더미에서 한 장의 카드를 윗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4개의 주식더미 처음에 놓습니다. 4개의 주식 더미에는 2인 플레이
심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시장 더미에서 2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한 장은 앞면이 보이게, 나머지 한 장은
뒷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따라서 각 플레이어는 주식더미에 4장의 카드를 놓습니다.

참고 : 플레이어는 두 번째 2장의 카드를 받기 전에 첫 번째 2장의 카드를

주식더미에 배치해야합니다.

플레이어는 입찰트랙의 가능한 공간에 입찰미플을 번갈아가며 놓습니다.

모든 입찰미플은 재입찰이 발생하기 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본인의 입찰미플이 이미 배치된 입찰트랙에는 다른 미플을 
놓지 않습니다.

(라운드 종료)

(라운드 종료)

(게임 종료 절차)

(준비)

(정보 단계)

(공급 단계)

(수요 단계)

(2인 플레이 변형 룰)

(게임 종료)



플레이어는 모든 입찰미플이 각각 다른 입찰트랙에 배치되기 전까지 재입찰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단, 이때 플레이어는 두 번 연속 입찰을 할 수도 있다.

먄악 한 플레이어의 입찰 미플 2개가 입찰에서 졌다면, 그 플레이어는 먼저

재입찰을 할 입찰미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두 입찰미플에 대한 입찰의 합은 플레이어가 현재 보유한 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첫 번째 게임에 투자자 확장 또는 게임판의 “상급”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수요단계에서 주식더미의 가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게임판으로 게임을 할 때, 각 주식은 다른 주가 트랙을 따릅니다. 

만약 주식이 부도가 나면, 주가는 어두운 원으로 표현된 원래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주식이 분할된다면, 주가는 팔각형의 지점으로

되돌아갑니다.

Standford Steel은 이 주가 트랙에서 달러 표시($)에 의해 추가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는 특별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왼쪽에서

오른쪽으로)로 이 ($)표시의 사각형 지점을 지나거나 지점에 위치한다면,

보유 주식 중 Standford Steel 주식 한 주 당 $1,000 달러를 ($)표시 당

배당받습니다. 분할 주식에 대한 2배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림 - 13  상급 게임판]

투자자 카드(Investor Cards)는 일반적으로 $20,000달러를 받는 플레이어의

시작 시 돈을 결정하고, 각 플레이어에게 게임 전반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게임 시작 시, 2장의 투자자 카드를 각 플레이어에게 나눠줍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투자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박스에 넣어 놓습니다.

[그림 - 14 투자자 카드]

참고 : 모든 투자자의 능력은 각 단계에서 턴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예 : Wise Warren은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단계 시작전에 그는

한 주식 더미의 뒤집혀진 모든 카드를 봅니다. Maverick Mark가 다음

차례이고, 그는 Wise Warren이 방금 본 주식더미에, 다른 주식 더미의

뒤집혀진 카드를 옮기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액션 단계에서 사용한 능력은 플레이어 턴에서 왼료되고, 그 턴에서 획득한

액션 카드를 사용하기 전 또는 후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2인 플레이 변형 룰을 사용할 때 투자자는 사용될 수 있지만 몇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4 장의 투자자 카드를 받고, 2 장을 보관합니다.

시작 시 돈을 결정할 때, 아래 리스트의 선택한 2명의 투자자의 금액을 합하여
받습니다.

참고 : 만약 한 플레이어가 모두 같은 단계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갖은 2명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플레이어는 어떤 능력을 먼저 사용할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Discout Donald – 그의 능력은 본인의 입찰미플들에만 적용한다.

Golden Graham – 주식을 획득한 입찰미플에 관계 없이, 그의 능력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발생한다. 

Mayknow Martha – 그녀의 힘은 오직 한 쌍의 내부거래자 정보에만 영향을 준다.

Secretive Stuart – 그의 능력은 매 라운드 공급 단계에서 놓여진 두 카드 세트

                         모두에 적용한다.

(상급 게임판 확장)

(투자자 확장)

(투자자 능력)

2-Player Investor Expansion Clarifications(2인 플레이 투자자 확장 정리)



능력없음, 가장 많은 돈으로 시작한다.

매매수수료가 보너스, 만약 수요 단계 종료시 

매매 수수료 카드를 뽑았다면, 주식더미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대신 즉시 그 수수료 만큼의 돈을 받는다.

 참고 : 당신은 투자자 혜택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기

 전에, 주식더미에 대한 충분한 돈을 지불해야한다.

액션 단계에서 당신의 턴에, 한 주식 가치를

 +1 또는 –1 할 수 있다.

주식 더미의 입찰트랙에서 입찰 미플의 위치 보다

한 영역 만큼의 가격을 덜 지불한다.

각 라운드 정료시, 당신이 선택하는 기업 주식 당

$1.000 달러의 배당금을 추가로 선언한다. 

이 혜텍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수요 단계 시작전에 당신은 한 카드를 다른 주식 더미로

옮길 수 있다.

참고 : 이 능력은 주식더미를 0개의 카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 질 것이다.

예 : 당신이 한 주식에 $10K달러를 입찰했다면,

대신 $6K달러를 지불한다.

당신이 파는 각 주식 당 $1,000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참고 : 이 능력은 게임 종료시까지 작용한다. 주식

분할에 대하여 2배 하는 것을 잊미 말아라.

수요 단계에서 언제든지, 당신은 다른 플레이어의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를 볼 수 있다. 당신은

이 것을 라운드 당 단 한번만 사용가능하다.

참고 : 5인 플레이 미만의 게임에서, 당신은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 대신에 뒤집힌 한 쌍의 기업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를 볼 수도 있다.

공급 단계에서, 당신은 2장의 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뒤집어서 놓을 수 있다.

수요 단계 이전에, 당신은 한 주식 더미에서 뒤집혀진

모든 카드를 볼 수 있다.

(투자자 능력)







- 각 플레이어는 $20,000 달러와 무작위로 나눠준 1장의 주식으로

   시작한다.

- 선 플레이어 토큰을 선 플레이어에게 준다.

- 시장 더미(액션 카드, 거래수수료 카드, 남은 주식 카드)를 잘 섞는다.

- 각 플레이어는 기업 카드 1장과 주가전망 카드 1장을 받는다.

- 한 쌍의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를 윗면이 보이도록 뒤집는다.

- 남은 여러 쌍의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는다.

- 시장 더미에서 1장의 카드를 윗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각 주식 더미에 

   놓는다.

- 시장 더미에서 2장의 카드를 각 플레이어에게 나눠준다.

- 각 플레이어는 1장의 카드는 윗면이 보이도록, 나머지 1장은 뒷면이

  보이도록 자신이 선택한 주식 더미(들)에 놓는다.

-  플레이어는 주식 더미에 오직 1개의 입찰 미플이 남겨질 때 까지,

    턴 순서대로 주식 더미에 입찰을 한다.

-  플레이어는 주식 더미에 입찰한 비용을 지불하고 카드를 갖고 오며,

    거래수수료 카드가 있을 때에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한다.

- 플레이어는 수요단계에서 받은 모든 액션 카드를 사용한다.

- 플레이어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

  (분할된 주식은 현재 가격의 2배에 판매한다.)

- 플레이어는 모든 쌍의 기업 카드와 주가전망 카드를 공개하여

   적절히 주가를 조정한다. 그리고 주식 분할과 부도를 고려하려

   처리한다.

- $$ 표시의 주가전망 카드는, 한 플레이어가 보유한 주식 중

  공개하기로 선택한 주식 당 $2,000 달러의 배당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턴 마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선 플레이어 토큰을 왼쪽 

   플레이어에게 전달한다.

- 턴 마커가 이미 달력의 가장 오른쪽 지점에 위치한다면 게임은

   종료가 된다. 게임 종료로 이동하여 진행한다.

- 대주주(단일 대주주에게 $10,000 달러 지급, 동점 대주주에게

   각 $50,000 달러 지급)를 결정한다.

- 최종 주가에 모든 주식을 판매한다.

- 각 플레이어의 현금을 합한다. 가장 많은 현금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준비)

(규칙 요약)

(정보 단계)

(액션 단계)

(매매 단계)

(변동 단계)

(라운드 종료)

(게임 종료)

(공급 단계)

(수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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