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성물
X 1 x 육면체 주사위
X 8 x 책략 토큰
또한 AI 봇 책략 토큰을 넣어둘 컵 하나가 필요합니다.

준비
X 플레이어는 연합국, AI 봇은 추축국을 플레이하며, 플레이어 가림막은 사용하지 않습
니다.
X 플레이어는 부대 토큰 3개를 뽑습니다. AI 봇은 부대 토큰 5개를 앞면으로 뽑아 무작
위 순서로 부대 행을 만듭니다.
X “굳히기” 토큰을 제외한 모든 책략 토큰을 컵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난이도를 선택하고,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 다음을 따릅니다. 육면체 주사위를 여
러 번 굴려 지역을 선택하고(1=서유럽, 2=태평양, 3=동유럽, 4=아프리카&중동, 5=동남
아시아, 6=원하는 곳 선택), AI 봇의 난이도에 따라 특정 횟수 만큼 해당 전투 해당 전투 마
커를 AI 봇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X 쉬움: 주사위를 3번 굴립니다. 해당 전투 마커를 1칸 이동시킵니다.
X 보통: 주사위를 3번 굴립니다. 해당 전투 마커를 2칸 이동시킵니다.
X 어려움: 주사위를 4번 굴립니다. 해당 전투 마커를 2칸 이동시킵니다.
주사위 굴림 결과로 같은 지역이 여러 번 나온다면, 그 때마다 전투 마커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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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봇의 턴에
A. 책략 하나를 뽑고, 이전 책략은 컵에 넣습니다. 첫 게임 시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참고: 첫 번째 턴에는, “굳히기”책략 토큰을 컵에 넣게 될 것입니다.
B. 부대 토큰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AI 봇의 절차를 수행합니다(아래 설명).
이는 책략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C. AI 봇을 위해 부대 토큰 하나를 뽑아 부대 행 맨 끝에 배치하고, 부대 토큰을 앞으로 밀
어서 빈 칸을 채웁니다.

위대한 변화
다음 몇몇 규칙은 “위대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X
X
X
X
X
X

플레이어 우위인 전구를 AI 봇 우위로 바꾸는 것.
동률인 전구를 AI 봇 우위로 바꾸는 것.
플레이어 우위인 전구를 동률로 바꾸는 것.
AI 봇의 우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
플레이어의 우위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
플레이어가 전선/전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변화.
다른 모든 변화.

절차
전구 하나, 전투 칸 하나, 배치할 부대 토큰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다음 순서대로 확인합니
다.
1.
X
X
X
X

전구 선택
한 번의 배치로 전구를 닫고 승리할 수 있는가? 선택.
한 번의 배치로 전선을 닫고 승리할 수 있는가? 선택.
규칙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부대가 없다면, 건너뜀.
책략에 전구 필터가 있는가? 가능하다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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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전구가 여럿 남아 있다면, 다음 작전 전구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다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열린 전선 중 빈 칸이 가장 많은 전구를 선택합니다.
^ 열린 전선 중 가장 승점이 높은 전구를 선택합니다.
^ 아직 동률이라면, 지도상에서 위>아래 순으로 선택합니다.
2.
X
X
X
X

전투 칸 선택
전구/전선을 닫고 승리할 수 있는 특정 전투 칸이 있는가? 선택.
규칙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부대 토큰이 없다면, 건너뜀.
책략에 전투 칸 필터가 있는가? 가능하다면 적용함.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전투 칸이 여럿 남아 있다면, 전투 칸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다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프로파간다 (AI 봇의 승점이 20점 이상일 때만).
^ 전략적 이점.
^ 프로파간다 (플레이어가 3점 이상 우위일 때만).
^ 산업 생산 (AI 봇이 4개 이하의 부대를 가지고 있을 때만).
^ 연구 (‘연구’보다 ‘개선된 연구’를 더 우선함).
^ 폭격.
^ 전술적 이점.
^ 산업 생산.
^ 프로파간다.
^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전투 칸이 여럿 남아 있다면, 지도상에서 왼쪽>오른쪽 순
으로 선택.

3.
X
X
X
X

부대 토큰 1개 선택
선택한 전투 칸에 배치 가능한 부대 토큰 선택.
전구/전선을 닫고 승리할 수 있는 부대 토큰 선택.
책략에 부대 필터가 있는가? 가능하다면 적용함.
선택한 전투 칸이 아무 효과가 없는 칸이라면, 가능하다면 전투력이 0이 아닌 부대 토
큰을 선택.
X 선택한 전투 칸이 해당 전선의 마지막 칸이라면, 가능하다면 기습 능력이 없는 부대 토
큰을 선택.
X AI 봇의 승점이 20점 이상이라면,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를 선택.
X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부대 토큰이 2개 이상이면 육면체 주사위를 굴려 선택(주사위 눈
1=제일 왼쪽, 2= 왼쪽에서 두 번째 식으로 정하며, 부대 토큰 수보다 눈이 크다면, 다
시 제일 왼쪽부터 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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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참고
AI 봇이 산업 생산 칸을 플레이하면: 효과만큼 부대 행 끝에 부대 토큰을 추가합니다.
AI 봇이 연구 칸을 플레이하면, 특수 무기 토큰을 뽑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1+

1F

AI 봇이 연구 산업 칸을 플레이하면, 특수 무기 토큰을 뽑아 부대 행 끝에 추가합니다.
AI 봇이 전략적 이점을 플레이하면, 위대한 변화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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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봇이 전술적 이점을 플레이하면, 기본 규칙대로 전구에 적용합니다.
AI 봇이 프로파간다 칸을 플레이하면, 기본 규칙대로 승점을 받습니다.
AI 봇이 과학자 부대를 배치하면, 3-전투력 공군 부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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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봇이 기습 부대를 플레이할 때, AI 봇의 부대 토큰이 1개 이상 남아 있다면, 방금
기습 부대를 배치한 작전 전구에서, 같은 책략을 사용해, AI 봇 턴의 B 단계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플레이어가 폭격 효과를 플레이할 때, AI 봇 부대 행에서 특수 무기가 아닌 토큰을 하나
선택하여 AI 봇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만약 AI 봇의 모든 부대 토큰이 특수 무기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버립니다.

책략 토큰
게임에 익숙해지면, 변화무쌍한 플레이를 위해 책략 토큰을 포함해 즐기십시오.

대형포
X 부대 필터:
^ 특수 무기 토큰이 있는 경우, 특수 무기 토큰이 아닌 것은 무시
합니다.
^ 그 외: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부대 토큰은 무시합니다.

4

BLITZKRIEG

X 전구 필터: 플레이어가 우위인 전구를 선택합니다.
X 유닛 필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부대 토큰은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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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쟁

1+

15+

영광을
+ 위해

14

14+

신속 전개

2F

X 전구 필터: 산업 생산 그리고/또는 폭격 칸이 있는 전구를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X 위치 필터:
^ AI 봇이 4개 이하의 부대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 생산 칸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은 폭격 칸을 선택합니다.
^ 그 외에는 폭격 칸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은 산업 생산 칸을 선
택합니다.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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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격

2F

X 전구 필터: 가장 높은 전쟁 승점이 있는 전선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은
전쟁 승점 칸이 있는 전구를 선택합니다.
X 위치 필터: 승점 칸을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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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 부대 필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가장 왼쪽 부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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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X 전구 필터: 연구 칸이 있는 전구를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X 위치 필터: 연구 칸을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X 부대 필터: 연구 칸이 아닌 칸을 선택했을 때, 가능하다면 특수 무기가
아닌 부대 토큰은 무시합니다.

안정화
X 전구 필터: AI 봇이 우위에 있는 전구를 선택합니다.

굳히기
X 가장 최근 턴에 사용한 책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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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증가
AI 봇을 상대하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면, 다음을 적용하여 도전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
습니다.
X 게임 시작 시 AI 봇에 추가 전쟁 승점을 제공합니다.
X 게임 시작 시 전투 트랙마다 AI 봇에게 몇 칸의 우위를 제공합니다.

예시
예시 1: 연구개발 책략을 뽑은 상황입니다.
1. 한 번의 배치로 종료할 수 있는 전선이나 전구가 없습니다.
2. 책략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태평양, 서유럽, 아프리카 & 중동으로 제한됩니
다.
3. 이 중 빈 칸이 가장 많은 태평양을 선택합니다.
4. 책략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칸을 선택합니다.
5. 다섯 번째 부대(육군)는 이 칸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남은 4개의 부
대 토큰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첫 2개의 부대(장군과 공군)는 주사위 눈금
2개(1과 5, 2와 6)가 배정되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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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영광을 위하여 책략을 뽑았습니다.
1. 한 번의 배치로 종료할 수 있는 전선이나 전구가 없습니다
2. 이 책략에서 동남아시아는 제외됩니다(다른 작전 전구는 3 승점입니다). 남아 있는
전구들 중에서는 프로파간다 칸 배치가 가능한 동유럽이 우선입니다. 참고: 프로파
간다 칸이 이미 점유 중이라면, 동률 해결(위/왼쪽)으로 인해 서유럽을 선택했을 것
입니다.
3. 배치할 수 있는 부대 토큰이 두 개(공군과 육군)이므로, 주사위를 굴려 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일본의 배반 확장을 포함한 솔로 플레이
일본의 배반 확장으로도 1인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축국 플레이어가 되어 플레이 하
며, 플레이어는 독일, AI 봇은 일본이 되며, AI 봇이 먼저 시작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4개
의 전선 중 2개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해당 전투 트랙에서 AI 봇에게 2칸 우위를 줍니다.
한 전선이 종료되면, 플레이어가 새 전선을 선택해 플레이합니다. 다만, 이전 전선을 종료
한 것이 AI 봇 이라면, 새로운 전선의 트랙은 전선 마커를 AI 봇으로 1칸 이동시킨 후 시작
합니다. 이는 빨간색 칸의 수정치인 +1/+2/+3 적용 후에 별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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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봇의 선택 절차
1.
X
X
X
X
X

전구 하나 선택
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전구.
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전선.
규칙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부대가 없다면 무시.
책략의 필터 적용.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전구가 많다면,
^ 가장 빈 칸이 많은 열려 있는 전선.
^ 승점이 가장 높은 전선.
^ 위 > 아래

2.
X
X
X
X

전투 칸 선택
규칙에 맞게 부대 토큰을 배치할 수 있는 전투 칸
전구/전선을 닫고 승리할 수 있는 특정 전투 칸
책략 필터 적용.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많다면,
^ 프로파간다 (AI 봇의 승점이 20점 이상이라면).
^ 전략적 이점.
^ 프로파간다 (플레이어가 3점 이상 앞서 있다면).
^ 산업 생산 (AI 봇이 4개 이하의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 연구.
^ 폭격.
^ 전술적 이점.
^ 산업 생산.
^ 프로파간다.
^ 왼쪽 > 오른쪽

3.
X
X
X
X
X
X
X

부대 하나 선택
전구/전선을 닫을 수 있는 부대 토큰.
규칙에 맞게 배치 가능한 부대 토큰.
책략의 필터 적용.
아무 효과가 없는 칸이라면, 전투력이 0이 아닌 부대.
전선의 마지막 칸이라면, 기습이 아닌 부대.
AI 봇의 승점이 20점 이상이라면,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
조건이 같은 부대 토큰이 여럿이라면 육면체 주사위를 굴립니다(주사위 눈 1=제일
왼쪽, 2= 왼쪽에서 두 번째 식으로 정하며, 부대 토큰 수보다 눈이 크다면, 다시 제일
왼쪽부터 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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