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
당신의 기술 컨테이너들을 원하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

전압기
당신의 테크놀로지 선박에 원하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고양이 로봇
같은 색의 컨테이너 두 개를 하나의 

테크놀로지 컨테이너로서 적재할 수 있다.

밀
당신의 농업 컨테이너들을 원하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

커피
당신의 농업 선박에 원하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양파
이 카드를 포함하여 농업선적을 완료할 때 

추가로 2 크레딧을 받는다.

플레이스테이션
당신이 가진 테크놀로지상품 두 개마다,  
적재액션 시 추가로 컨테이너 하나를 더 

적재할 수 있다

베터리
적재액션 시 추가로 컨테이너 하나를 더 
적재한다면, 2크레딧을 추가로 낸다. 

핸드폰
적재액션 시 손에 있는 카드 대신, 카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 사용할 수 있다.

감자
2크레딧을 얻고, 선적이 되었다면 2장의 

카드를 뽑는다.

파프리카
새로 수송 계약을 맺을 때, 컨테이너 하나를 

또한 적재할 수 있다.

꿀
플레이어들이 가진 모든 농업 상품마다 2 

크레딧을 받는다.

타블렛
이제 당신은 하나의 선박 당 컨테이너 8개를 

수송할 수 있고, 이 때 18 크레딧을 
얻는다.

냉장고
가지고 있는 2개의 테크놀로지 상품을 1개의 

가상 적재상품으로 센다. 

드론
새로운 선적계약을 시작할 때, 1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 새로운 
선적계약을 했을 때, 1장의 카드를 뽑는다. 

설탕
농업 선적계약을 맺으면, 2크레딧을 받는다.

맥주
6크레딧을 받고 선적할 떄, 맥주를 

공급섬으로 옮길 수 있다. 

쌀
이 카드를 포함하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선적 하나 당 2크레딧을 받는다.  

세그웨이
수입품구역, 상품 구역, 또는 컨테이너로서 
적재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 

맹금류
당신의 불법 컨테이너들을 원하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

씨앗
당신의 불법선적에 원하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닭 모이
이를 선적했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은 6
크레딧으로 닭 모이를 살 수 있다.

비누
당신의 소비컨테이너들을 원하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

사탕
당신의 소비선적에 원하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탄약
불법상품을 가진 다른 모든 플레이어는 
당신에게 2크레딧을 지불해야 한다.

권총
불법 선적계약을 맺을 때 마다, 그를 

성사시킨 플레이어는 당신에게 2 크래딧을 
지불해야 한다.

대구경 탄약
해적액션을 수행할 때, 선박의 소유자에게서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받는다.

구강청결제
이 카드 이후에 소비 선적계약을 맺을 

때마다 2크레딧을 받는다.

신발
계약이 맺어질 때마다 당신은 카드 한 장을 

뽑는다.

젓가락
소비상품을 얻을 때마다 2크레딧을 얻는다.

여우
모든 동률 상황에서 승리한다

엽총
당신보다 먼저 해적액션을 한 플레이어는 

당신에게 2크레딧을 내거나, 당신에게 2장의 
카드를 준다. 

대마초
빨간색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플레이어들은 

당신에게 2크레딧을 지불해야 한다.

샴푸
수입 액션을 수행할 때 컨테이너 3 개를 

받는다. 

책
당신의 수입액션을 다른 플레이어가 따르면 

2크레딧을 받는다.

백팩
선박이 항구로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카드를 

뽑는다. 

배낭
모든 해적 수입품이 당신의 해적 수입품으로 

여겨진다.  

위험한 애완동물
모든 플레이어에게서 2크레딧을 받는다.

임팔라
당신은 럭셔리 컨테이너를 어떤 종류의 
선적인지에 관계없이 적재할 수 있다. 

의자
언제든지 상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을 때, 

당신은 카드 1장을 버릴 수 있다.

바지
당신의 선적 하나가 수입되었을 때, 당신은 

4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 카
적재액션을 취할 때, 한 장의 카드를 당신의 
선적에 적재하는 대신 공급섬에 놓으며 2
크레딧을 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한 

회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금시계
어느 색깔의 컨네이터든지 당신의 럭셔리 

선적에 로드할 수 있다. 

가죽 코트
이제 당신의 럭셔리 상품들은 각각 3

크레딧의 가치를 가진다.

테슬라
당신의 수입품 중 공급 수입품은 게임 
종료시 당신이 원하는 타입의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다. 

플래시 드라이브 
당신은 선적이 끝난 컨테이너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풍력 터빈
풍력 터빈은 적재가 완료된 티어1 이하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의 티어를 복사할 수 

있다.    

노트북
테크놀로지 컨테이너가 적재된 선적을 
완료할때마다 카드를 2장 뽑는다.

마사지 테이블
같은 두 종류의 카드가 나올때까지 카드를 
뽑고, 뽑힌 모든 카드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가져간다.

다이아몬드 반지
게임 종료시 당신은 2개의 완료된 선적을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샴페인
샴페인은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신이 
가장 많은 수송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8 

크래딧의 가치를 가진다.

MRI 기기
게임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70

크레딧이 되었다.

인공위성
매번 선적이 이루어질때마다 카드 한장을 

뽑고 컨테이너 하나를 적재한다.

신경 단위
당신은 이제 어떤 리드액션도 적재액션으로 

따를 수 있다.

헬리콥터
럭셔리 수송 계약이 맺어지는 지는 경우 
언제라도 이 카드에 4크레딧을 놓고, 그 

크레딧은 게임 종료시 받는다.

벨벳 가운
게임 종료시 당신의 손에 있는 모든 카드는 

각 1크레딧의 가치가 있다.

빈티지 와인
게임 종료시 모든 종류의 상품을 두 개씩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20크레딧을 
가져간다.

제트기
당신은 완료된 선적의 컨테이너 하나를 

상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망원경
당신은 언제든 테크놀로지 상품을 상품당 4

크레딧으로 바꿀 수 있다.

나노봇
언제건 당신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컨테이너 

하나를 적재할 수 있다. 

자스민 차
계약을 맺을 때, 당신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급섬에 2크레딧에 팔 수 있다.

아몬드
만약 당신이 20크레딧 이하를 가지고 있다면 

8크레딧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다면 4
크레딧을 가져간다.

청경채
만약 청경채가 농업 선적이 아닌 선적에 

있다면, 출하시 2크레딧을 받는다.

마약
해적질 액션을 수행할 때 추가로 컨테이너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다.

화염방사기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이 나오면 모든 
플레이어가 당신에게 4크레딧씩을 주고, 

뒤가 나오면 당신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2 
크레딧씩을 준다.

소형 탱크
누구든 선적을 완료할때마다 당신에게 

한장의 카드를 주어야한다.

루테피스크 (북유럽 전통 생선 요리)

루테피스크는 계약 액션을 수행하지 않고 
아무 때나 수송 계약이 가능하다.

밀가루
당신은 밀가루 상품에 한해 가능하다면 

동시에 4개의 컨테이너를 계약과 적재할 수 
있다.

하와이 소금
모든 플레이어들은 손에 있는 카드들을 
보여야한다. 이 중 모든 농업카드들을 
가져오고 각 2크레딧씩을 받는다. 

독이 든 병
이제 당신은 해적왕이 되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해적액션을 하려면 당신에게 2 
크래딧을 지불해야 한다.

레일건
모든 플레이어들은 당신에게 4크레딧 또는 
하나의 선적 또는 2개의 상품을 주어야 

한다.

레일건 (전자기 발사기)
모든 플레이어들의 배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져와 적재하거나 가지고 

있는다.

대나무
당신은 선적된 후 즉시 대나무 선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이슬랜드 물
언제든 당신은 당신 손에 있는 농업 

상품들을 공급섬에 상품당 2크레딧에 팔 수 
있다.

간장
당신은 모든 계약 수입을 상품 영역으로 
옮기고 카드당 2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공룡 뼈
모든 플레이어는 하나의 상품을 가져다 

공급섬에 놓고, 그 후 당신은 2개의 상품을 
그 중에서 가져간다.

훔친 연구
훔친 연구를 완료된 테크놀로지 선적과 선적 

후 바꾼다.

미니 밴
해적을 이용할 경우, 당신은 도난당한 
컨테이너를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다.

사과
선적 완료시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농업 

카드를 즉시 선적할 수 있다.

가짜 DVD
매번 플레이어가 한번에 4크레딧 이상을 
소비하거나 잃는 경우, 2크레딧을 받는다.

컵
카드 5 장을 뽑는다.

잭팟
만약 불법 상품 8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즉시 게임에서 승리한다.

샤워헤드
컨테이너 종류 하나를 호명하고 카드 두 

장을 뽑는다. 그 중 한 장이 호명한 카드가 
맞다면 8 크레딧을 받는다.

작은 푸들
선적되면 상품영역으로 이동한다.

밧줄
당신의 차례에 공급섬의 컨테이너 하나를 
당신 손에 있는 하나와 바꿀 수 있다.

종이
소비재 선적이 완료될 때 컨테이너 하나를 

수입할 수 있다.

풍선껌
소비재 상품을 얻을 때마다 4크레딧을 

받는다.

푹신한 베게
당신이 완료한 선적마다 2크레딧을 받는다.

사우나
당신은 게임이 종료됐을 때 상품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받는 보너스를 두 

배로 받는다.

플래티넘 반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개수가 8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고, 그 카드들에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

안경
당신은 무료 수입액션 하나를 취할 수 있다. 



픽시 바이크
매번 컨테이너가 적재액션에 의해 
적재될때마다 2크레딧을 받는다.

목재
언제건 누군가 카드를 뽑을 때마다 당신도 

뽑는다.

롤스로이스
카드 한 장을 호명하고, 카드 한 장을 

뽑는다. 만약 그 카드가 호명했던 카드라면 
게임에서 승리한다.

멋진 정장
만약 당신의 선박들이 게임 종료 시 가장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다면 16

크레딧을 가져간다.

향수
게임 종료시 당신의 수입품 중 각 4

크레딧씩으로 계산 될 한 종류를 고른다. 

각도기
당신은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수입된 바다 

위에 있는 어떤 선박에서든 하나의 
컨테이너를 수입할 수 있다.

펜
모든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소비 상품마다 

2크레딧씩 받는다.

페라리
모든 상품 종류 하나씩으로 계산된다.

황금 변기
게임 종료 시 당신의 럭셔리 선적당 6

크레딧씩을 얻는다.

애플워치
모든 럭셔리와 소비재 상품 한 쌍당 추가 6

크레딧의 가치가 있다.

값싼 티셔츠
게임 종료 시에 당신의 수입품영역에 있는 

카드들을 상품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다이슨 청소기
모든 상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핸드에 

카드를 모두 당신에게 주던지 귀중품 카드 
한 장을 당신에 줘야 한다.

그래픽 카드
언제라도 당신이 3개의 상품 종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즉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

LED 전등
당신의 차례에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한장을 공급섬 카드 한장과 바꿀 수 있다.

굴
당신은 럭셔리 선적 계약을 언제라도 무료에 

할 수 있다. 

빼빼로 (포키)
즉시 2크레딧, 카드 2장 그리고 수입 카드 

1 장을 얻는다.

밥통
당신은 계약 액션과 적재 액션을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줄기 세포
당신이 해적일때, 컨테이너들을  상품으로서 

가지고 있기 위해 2크레딧을 지불할 수 
있다.

통밀
당신은 매번 농업 컨테이너가 적재될때마다 
2크레딧을 받거나 2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다.

병따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활성화된 크레딧 
계산으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지연된 게임
다른 모든 플레이어는 10크레딧을 은행에 

지불해야하고, 다음 당신 차례가 돌아오면 2
회 플레이 할 수 있다.

조립식 주택
당신은 요구 조건의 반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고 럭셔리 선적을 
완료할 수 있다.

훔친 쌀
당신이 농업 컨테이너를 해적질(약탈) 할 때 

마다 2크레딧을 받는다.

토르티야
당신은 두개의 토르티야에 아무 색 

컨테이너나 적재할 수 있다.

이국적인 물고기
만약 당신이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활성 통화 (currency)의 두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게임을 이기게 된다.

1 독점적인 카드
30크레딧을 은행에 내고 한가지 상품 종류를 
호명한다.  카드를 뽑았을때 뽑은 카드의 
상품 종류가 호명한 종류와 같으면 50

크레딧을 받는다!

다크 플라이트 사 게임
만약 당신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이제 공급섬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다.

스트레치 골
모든 플레이어는 한장의 카드를 뽑고, 2
크레딧을 받고, 하나의 상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당신은 2개의 무료 액션을 취한다.

드래곤후르츠 (용과)
해적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2장의 카드를 

뽑거나 2크레딧을 받는다.

3D 프린터
당신은 어떤 액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카드도 사용 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리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보리
만약 당신이 게임 종료시 가장 많은 

불법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 돈을 
내는 대신 6크레딧을 얻는다.

보드 게임
만약 당신이 모든 상품종류의 선적을 

완료했다면, 당신에게는 수입 제한이 없다.

스카치 위스키
상품 제한에 있어 당신의 럭셔리 상품은 2

개당 하나로만 계산 된다.

희귀 금속
만약 당신이 같은 선박으로 테크놀로지와 
소비재 계약을 완료했다면, 4크레딧을 

얻는다.

도자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게임 종료시 2개당 하나의 럭셔리 상품으로 
계산 된다.

분무식 수경재배
당신의 선박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선박에 

남아있을 때 항구로 돌아오며, 그 
컨테이너는 선박에 남아있게 된다.

훔친 타이어
당신이 해적일 때 마다, 한장의 카드를 뽑고 

한장의 카드를 공급섬에 심는다.

젓가락
이제 당신은 수입액션을 수입 대신 계약 
혹은 적재액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컵라면
선적 완료시 도쿄항으로부터 모든 농업 

상품을 당신의 손으로 가져온다. 

변태 만화
당신은 완료된 불법 선적을 수입품 혹은 

상품 구역에 놓을 수 있다.

자동판매기 (자판기)
당신이 리드 할 경우 당신은 카드를 뽑는 

액션 대신 2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오징어채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도쿄항의 왼편에 있는 

카드 중 하나와 바꿀 수 있다. 

사시미 칼
당신은 동률 상황에서 2크레딧을 얻기 위해 
4개의 럭셔리 컨테이너를 버릴 수 있다.

토토 토일렛
당신은 더 이상 도쿄항 계약 카드에 

크레딧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도요타
당신의 선박들은 엄청난 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항구에 돌아오면 3장의 카드를 
뽑는다.

워터 노트패드
바다에 있는 당신의 배들은 이제 당신을 

포함한 해적에 면역성이 생겼다.

야쿠자 그림
만약 당신이 소비재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5

장의 카드를 뽑고, 테크놀로지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4크레딧을 얻는다.

자동화
선적이 완료 되었다면, 선박에 적재시킨다. 
그리고 그 선박이 선적할 때 이 과정은 

계속된다. 

저렴한 노동
선적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있는 
당신의 선박 어느 곳에나 저렴한 노동을 

적재시킬 수 있다. 

컨테이너 공장
수입품, 선적, 상품 구역으로 놓거나, 

적재시키거나, 또는 손 안으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디젤 엔진
선적이 완료된다면, 디젤엔진을 옆으로 

돌려서 선박으로 한 번 사용한다. 

유럽 유로
공해에 있는 어느 선박에 유로를 놓는다. 

수출세금
당신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가능하다면 4크레딧을 은행에 지불한다. 
수출세금은 폐기시킨다. 

GPS
선박에 적재한다. 만약 GPS가 공해의 선박에 
있는 마지막 컨테이너라면, 이를 항구로 

되돌린다. 

불개연성
당신의 수입품, 선적, 상품 구역을 보았을 
때, 모든 색깔이 하나씩 있다면, 당신은 

우승한다.  

투자
모든 플레이어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상품을 준다. 

마케팅 데이터
모든 플레이어가 당신에게 2장의 카드를 
주고, 마케팅 데이터를 폐기시킨다. 

파트너쉽
두개의 선박에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 
선박의 선적에 대한 지불금이 두 배가 된다. 

태양 전지 패널
은행에 2크레딧을 지불하고, 완료되면 태양 
전지 패널을 당신의 상품 영역으로 옮긴다.

알고리즘
수입품영역에 추가시키거나, 완료되면 

유효한 선박으로 선적시킨다. 

미국 달러
선적에 추가시킨다.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느 때에나 이를 사용하고, 

폐기시킬 수 있다. 

일본 엔
당신의 선박 중 하나에 일본 엔을 영구히 
끼워넣는다. 이제 적재 요구사항 1개가 

적어진다. 

계약
손에 있는 상품 카드로 새로운 선적계약을 

맺는다.

적재
손에 있는 카드 중, 당신의 항구에 있는 

선박과 같은 상품종류의 카드를 선박에 놓아 
컨테이너를 적재시킨다

수입
공해에 있는 선박 중 경매에 부칠 선박 하나를 
선택하고, 우승자는 그 선박으로 부터 2개의 

컨테이너를 가진다. 1개의 컨테이너를 수입품 구역에 
또 다른 1개를 상품구역에 놓거나, 2개를 전부 

적재
공해에 있는 선박이나 공급섬으로부터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오며, 그 

컨테이너를 당신의 선박에 적재한다. 

공급
4크레딧으로 카드를 공급섬에 팔 수 있거나 
(1회에 최대 한 번), 공급섬에서 한 장의 
카드를 당신의 수입품 구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