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정 사항 ■
1. 설명서 2페이지 : 구성품 설명 하단 부 '금 112개' → '1골드 금화 35개, 5골드 금화 14개로 총 106 골드 (49개)'로 정정합니다.

2. 설명서 3페이지 : 3인 플레이 초기 배치 예시 그림.
3인용 타일들로 해당 그림같이 구성할 수 가 없습니다. 초기 배치의 기본 원칙은 기본 건물 3개를 나란히 이어 놓되, 광산 타일은 그림의 위치에 맞게만 
배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광장(귀퉁이)의 색상을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3. 설명서 5 페이지 : 점수 예시 그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4. 참조표 : '머큐리의 신전', '플루투스의 신전'
위의 두 타일의 설명에 '이때 최대 22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를 추가합니다. 이 추가 사항은 공식 규칙입니다.

■ FAQ ■ 
1. 개인이 12개 이상의 도시 타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 타일 건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13번째 도시 타일부터 마커는 자신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일꾼을 건물에 놓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경험치만큼의 사용을 꼭 해야 하나요?
배치된 일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벽을 지을 자원이 없는데 '군사 주둔지'에 들어간다던가, 견습 일꾼이 될 시민이 없는데 
'일꾼 캠프'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꾼의 경험치에 따라서 거래 횟수나 교환 횟수가 늘어나는 건물이라면 적어도 '0회'부터 경험치까지의
횟수 중에서 선택한 횟수만큼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해당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0회 선택)
점수를 받는 건물들의 경우에도 조건이 안되어 0점, 혹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해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획득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3. 도시 타일 건설 시, 그림이 규칙서의 예시처럼 모두 같은 방향을 보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90도씩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까?
최초 건물 배치 시에 자유 자재로 돌릴 수 있습니다.

4. '시장'의 경험치 관련 거래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경험치가 3인 일꾼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 3개 구매'/ '자원 2개 구매와 자원 1개 판매' / '자원 1개 구매와 자원 2개 판매'  / '자원 3개 판매'
이렇게 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같은 자원을 한 번 사고, 또 팔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5. '머큐리의 신전'과 '플루투스의 신전'이 너무 강력합니다.
상단 '수정 사항' 항목의 4번을 참조해 주세요. 이는 [프리터: 로마 집정관] 발매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항으로, 
이번 추가가 변형 규칙이 아닌 정식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전 타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2점입니다.

6. '일꾼 합숙소' 주인이 너무 많은 혜택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단 '변형 규칙'의 1번을 참조해 주세요. 일꾼 합숙소를 중립으로 두는 방법으로 진행이 꽤 재미있어 집니다.

7. '일꾼 합숙소'를 사용하면 그 다음 차례에 은퇴한 일꾼을 쓰나요? 아니면 곧장 쓰나요? 
곧장 은퇴한 일꾼 한 명을 사용합니다. 은퇴한 일꾼이 없다면 '일꾼 합숙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새로운 건물 타일을 건설된 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9. 현역 일꾼/은퇴자 인원에 따라서 점수나 금을 받는 경우,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일꾼도 포함해서 받나요?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견습일꾼이 아닌 모든 주사위를 따져서 눈이 1~5일 경우는 현역, 6일 경우는 은퇴한 일꾼으로 간주합니다.

■ 변형 규칙 ■ 아래의 변형 규칙은 제품 발매 후 여러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공식 변형 규칙입니다. 

1. 중립 일꾼 합숙소
새로 나온 도시 타일 가운데 일꾼 합숙소가 있을때, 이번 라운드의 첫 플레이어가 원하는 곳에 일꾼 합숙소 타일을 배치합니다. (소유 마커 없이) 
이제 이 일꾼 합숙소는 중립 건물이 됩니다. 이 곳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사용 비용을 은행에 지불합니다.

2. 짧은 게임
성벽 타일을 5개 제거하고 진행해 봅니다. 제거한 타일들은 모두가 보지 않게 치워도 되고, 혹은 게임 내내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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