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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latice.com/how
원리는 이렇습니다... ㅅ...여기 게임방법이 있습니다.  

구성품

게임 세팅하기

4명보다 많은 플레이어가 있다면?

토너먼트 - 유형 세팅

42 28 21

1 게임보드

타일 타일 타일

깃털

노란색

도움이 필요하세요? 기꺼이 도울게요.

다른 플레이 방법을 찾으세요?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latice.com/more

support@adacio.com

새

남색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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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빨강색

도마뱀

초록색

돌고래

하늘색

84 타일 (72 색깔 타일 + 12 바람 타일)

색깔 타일은 6가지 색상과 6가지 모양이 두 개씩 있습니다.

모든 색깔 타일과 바람타일을 뒤집어 놓고 함께 섞어주세요. 
플레이어의 수 만큼 동일하게 나눕니다.

타일을 나눈 후에,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타일 더미에서 타일 5개를 뽑아 받침대에 
놓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즐기세요! 파트너를 정하고 함께 전략을 상의해 
승리하세요. 뭐든 두명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죠.

게임에 행운 보다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
우, 게임을 시작할 때 바람 타일을 제외한 색깔 타일을 섞고 
균등하게 타일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동일하게 각 선수에
게 바람 타일을 나눠주고 각자의 타일 더미를 섞게 합니다.

16 썬스톤 20 하프스톤

4 타일선반

L A T I C E라티스는 타일을 색과 모양에 따라 내려놓는 
전략 게임입니다. 자신의 타일을 먼저 소모한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

자신의 선반에서
타일을골라...

한 면보다 많은 곳에 맞출시 

스톤을 얻습니다.

스톤 사용을 통해 
추가이동을 활용하여 
타일을 더 놓습니다.

바람 타일을 활용해 보드의 
배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특별한 칸에 내려놓아 

추가적인 이동을 얻습니다.

이 모든걸 합쳐서 신나는 콤보를 만들고, 자신의 
타일을 빠르게 소모하여,

승리하세요!

...보드에 있는 타일에
맞춰 내려놓습니다.

게임을 익히는 가장 안좋은 방법은 읽는것입니다. 
대신, 온라인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



?

색깔  타일  놓기

바람 타일 사용하기

+ 추가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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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교환하기 패스

• 색깔 타일 놓기     • 바람 타일 사용하기
• 타일 교환하기      • 패스

게임시작하기

당신의 턴에

색깔 맞추기

모양 맞추기

바람 타일 사용
(사용 후 버림) 타일 밀어내기

1
추가 이동 사용하기

2

가장 어린 참가자가 자신의 타일 선반에 있는
타일 중 하나를 보드의 중앙(달모양) 사각형에 
놓고, 타일 더미로부터 타일을 하나 가져옴으로써 
턴을 마칩니다.

바람 타일을 사용할 때, 당신은 기존에 놓여져 있던 어떤 타일이든 
그 옆으로 열린 공간이 있다면 위, 아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한칸 
밀어낼 수 있습니다. 각 바람 타일은 한번의 이동이 소모됩니다. 
바람 타일을 사용한 후에 바람 타일은 소모되고, 한번의 추가 이동을 
얻습니다. 

당신은 이동을 사용하는 대신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타일을 
놓을수 없거나 교환을 할수 없다면, 패스를 해야만 합니다.

내 턴에 한번 이상의 이동을 사용할 수 있나요??

보통 패스보다 교환이 좋을 때가 많아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TIP

바람 타일을 사용한 후, 당신은 추가 이동을 
얻습니다. 색깔 타일을 놓거나 교환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바람 타일(당신의 선반에 바람 타일을 
가지고 있다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람 타일을 사용할때, 밀어낼 타일은 꼭 다른 타일에 
맞춰서 밀어낼 필요 없어요.

추가이동으로 색깔 타일을 놓을때, 내려 놓을 위치는 
바람타일을 움직인 곳과 연관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바람타일로 밀어내는 타일은 보드 바깥으로 밀수는 
없어요.

색깔 타일을 놓을때, 보드에 놓여져 있는 타일에 색 혹은 모양에 

맞춰 (대각선 X) 내려놓습니다. 타일은 한면 혹은 모든 4면이 맞닿게 

내려놓을수 있지만, 반드시 각 면들은 색 혹은 모양이 (혹은 둘다!) 

맞아야 합니다. 각 색깔 타일 놓기는 한번의 이동이 소모됩니다. 

이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반에 가진 타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신의 타일더미 속 새 타일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턴

바꾸고 싶은 타일을 선반에서 골라내고, 같은 숫자의 새로운 타일을 

타일더미에서 선반에 채워 넣으세요.(고르는 건 안돼요.) 그리고 

골라낸 타일들을 타일더미에 넣고 섞어 줍니다. 타일 교환은 한번의 

이동이 소모됩니다.

각 턴의 첫번째 이동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여기 4가지 이동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직 턴을 끝낼때만 
새 타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스톤 & 추가 이동

스톤 얻기

태양칸

썬스톤 제한

당신의 턴에 첫 공짜 이동을 사용한 후, 1개의 썬스톤 혹은 2개의 
하프스톤을 소모해 추가 이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일을 태양칸에 놓게 되면, 썬스톤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스톤을 얻는 방식에도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의 턴이 끝날때, 썬스톤을 3개 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스톤은 버려야 합니다.

하프스톤은 무제한입니다.

미안하지만, 바람 타일을 이용해 태양칸 
위로 올려놓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보드에 있는 타일에 두면 이상 색 혹은 모양에 

맞춰 내려 놓아야합니다. 반드시 아래 써져 있는데로 얻어야 합니다.

(썬스톤과 하프스톤 교환은 안됩니다.)

바람 타일을 이용해 움직여진 타일은 

스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면이 

닿는 이동이거나 태양칸 위일 지라도 

말입니다.

턴당신의 턴 동안, 스톤 혹은 선반의 타일이 바닥날 때 까지 추가 

이동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얻은 스톤은 즉시 사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아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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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스톤

한 개 사용
하프스톤
한 개 사용

추가 이동
사용

ㅅ혹은

더블

트레포일

라티스

색깔 혹은 모양에
2면을 맞췄을 때

색깔 혹은 모양에
3면을 맞췄을 때

색깔 혹은 모양에
모든 4면을 맞췄을 때

하프스톤 하나를 얻습니다.

썬스톤 한 개를 얻습니다.

썬스톤 두 개를 얻습니다.

          바람 타일을 사용해서 이점을 가져가세요! 바람 타일을 통해 
보드 위를 직접 세팅하고, 추가이동을 통해 색깔 타일을 내려 놓아보세요.

초과된 썬스톤을 버리는 것보다, 바람 타일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TIP

TIP

1 2

바람 타일을 사용해서 태양칸을 열어보세요.TIP



TM

바람 타일 다시 사기

턴 끝내기

게임 끝내기

만약 당신이 선반에 5개 미만의 타일이 있다면, 당신은 버려진 타일 
더미에서 바람 타일을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의 턴 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온 
바람 타일은 바로 사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플레이할 이동이 없거나, 선반의 다섯 타일을 이미 다 
사용했을때 또는 차례를 넘기고 싶을때 턴을 끝냅니다. 턴을 끝낼 
때 선반에 다섯개 미만의 타일이 있다면 자신의 타일 더미에서 
타일을 집어 다섯개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선반과 타일 더미에서 타일을 모두 소모한 
플레이어가 이기게됩니다.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패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적은 
타일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남은 
타일마저 똑같다면, 비긴 것이죠.

만약 타일더미에 충분한 타일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남은 타일 
모두 채워 넣습니다. 시계방향으로 플레이 합니다.

Copyright 2017 Adacio Inc.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재배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Latice와 Adacio는 Adacio Inc의 상표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latice.com/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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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썬스톤 소모

(2-3명 게임 때)

버려진 타일 더미에서 

바람 타일 가져오기

2개의 썬스톤 소모

(4명 게임 때)

사용한 
바람 타일

(공용)

스톤 더미
(공용)

* 썬스톤만 가능, 하프스톤은 안됩니다.

완전한 예시 게임은 이곳에서 latice.com/how
첫번째 이동 : 색깔 타일을 내려

놓아 트레포일을 만듭니다.

이동을 구입하여

바람 타일을 사용합니다.

이동을 구입하여 
색깔 타일을 내려놓아 
더블을 만듭니다.

이동을 구입하여 
색깔타일을 태양칸에 
내려놓습니다.

교환을 구입하여 더 나은 
타일을 찾는 시도를 
해봅니다.

추가이동을 통해

 태양칸 위에 

라티스를 만듭니다.

새로운 타일을 채워넣으며 

다음 플레이어에게 턴을 

넘깁니다.

예시 턴

5개 타일 전부
플레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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