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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서

스티브
인공지능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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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스티브는 당신의 상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레이어입니다. 당신은 스티브와 1:1로 플레이 할 수 도 

있고, 4인 이하로 플레이 할 경우 스티브를 다른 한 명의 플레이어처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다음 규칙 설명 

중 스티브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플레이어의 진행 방식처럼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우선권 규칙과 단계별로 변경되는 기본 규칙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게임 준비

1. 기본 규칙과 동일하게 게임 준비를 합니다 (스티브를 한 명의 플레이 인원으로 간주해서 소매점을 

준비합니다).

2. 일반적인 방법으로 플레이어 준비를 합니다. 스티브 역시 색깔을 정해주고 일반적인 플레이어처럼 준비를 

합니다. 단, 스티브는 가림막과 패드를 받지 않습니다.

3. 스티브의 패드를 근처에 둡니다.

4. 스티브의 시작 향상 타일을 “대기 상태 향상”( )칸에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5. 스티브의 마커  를 근처에 둡니다.

라운드 단계때 스티브의 이동

게임의 첫 라운드에서, 당신은 스티브의 마커( )를 “6단계. 설립”에서 설명된 바에 따라 배치합니다 (3

페이지에 설명).

스티브는 다른 플레이어들 처럼 단계마다 플레이합니다. 스티브의 플레이 순서 역시 우선권 규칙에 따릅니다. 

플레이시 스티브의 행동 결정은 다음 설명을 따릅니다.

 
1단계. 계획

  1개를 스티브에게 줍니다. 그리고나서 대기 상태 향상  칸에 있는 향상 타일을 스티브의 패드 위의 현재 

라운드 번호가 적힌 칸 위에 앞면이 보이도록 옮겨 놓습니다. 첫 라운드에는, 시작 향상 타일을 옮겨 놓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스티브의 패드 위에 보이는 모든 칸은 활성화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단계. 가격 결정

가격 트랙에 있는 스티브의   을  /  아이콘을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해서 그 곳에 놓습니다.

3단계. 생산

스티브의 패드에 보이는  아이콘과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의   을, 스티브의 오거나이저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칸으로 옮깁니다.

4단계. 생산 향상 

스티브의 차례가 되면, 향상 트랙에서 현재 가장 위에 있는 타일을 가져와서 스티브의 패드 위의 대기 상태 향상 

( ) 칸에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5단계. 기술 연구

스티브의 차례가 되면, 스티브의 패드에 보이는  만큼   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들을 : 

스티브가 연구 중인 기술 칸 위에 놓습니다;

스티브가 연구 중인 기술이 없다면...

특허가 아직 있고, 그 중 가장 저렴한 기술 칸 위에 놓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다면...

스티브가 아직 연구 완료하지 않은 기술 중 가장 저렴한 기술 칸 위에 놓습니다.

위의 항목 중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으면, 스티브는 이 단계를 건너 뜁니다.

중요: 스티브는 획득한 기술의 보너스 효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허 점수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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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설립

스티브의 차례가 되면, 스티브의 패드에 보이는   만큼   를 가져옵니다. 

먼저 가져온   들을 스티브의   가 있는 지역에 놓고, 설립이 가능하다면   를 세웁니다 

 

스티브의   이 설립되면, 그 즉시  를 :

 스티브가 갈 수 있는 지역(현재 지역에 인접) 중 가장 큰 곳으로 옮깁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여러 곳이라면...

그 중 다른  이 제일 적은 지역으로 옮깁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여러 곳이라면...

그 중 지역의 이름이 알파벳 상으로 먼저인 지역으로 옮깁니다.

위의 항목 중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으면, 스티브는 이 단계를 건너 뜁니다.

중요 : 스티브는 소매점 보너스를 받지 않습니다.

7단계. 제품 판매

스티브는 자신의   을 다음과 같이 판매합니다 :

스티브의   이 유일한   인 지역마다   을 1개씩 판매합니다. ;

그렇게 하고도   이 남으면, 다음으로...

(스티브를 포함해) 여러 플레이어의   이 있는 지역마다   을 1개씩 판매합니다.  

만약 스티브의   이 남았고 팔 수 있는 구매자가 있는 칸이 있다면 이를 계속합니다;

그렇게하고도   이 남으면, 다음으로...

스티브의   이  유일한   인 지역에   을 가능한 많이 판매합니다.

 스티브의   을 파는 지역의 순서는, 지역 이름의 알파벳 순서를 따릅니다. 

팔 수 없는   이 남았다면, 모두 버려집니다.

8단계. VP 획득

VP는 일반적인 방법처럼 계산합니다.

지역 이름의 알파벳 순서: Australia (호주), Canada (캐나다), Caribbean (카리브해), China (중국), CIS (독립국가연합), Emirates (에미리트), 

Europe(유럽) , India (인도), North Africa (북아프리카), RSA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USA (미국).

게임이 끝나면, 스티브의 VP를 다른 플레이어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AI 플레이어가 모든 플레이어를 제치고 가장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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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규칙 요약

게임 준비

1. 일반적인 방법으로 게임 준비. 스티브는 패드와 가림막이 필요 없음.

2. 스티브의 시작 향상 타일은  위에.  는 근처에. 

라운드 동안

그 외의 경우 이번 단계 생략. 스티브는 보너스 효과를 사용하지 않음.

1  = 1 .  를   가 있는 지역에 배치.  이 세워지면,   를 다음에 따라 이동:

그 외의 경우 이번 단계 생략. 스티브는 보너스 효과를 사용하지 않음.

스티브의   을 판매:

판매 지역 순서는 지역의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남은  은 모두 버려짐.

일반적인 방법으로 VP 계산.

지역 이름 알파벳 순서 : Australia, Canada, Caribbean, China, CIS, Emirates, 

Europe, India, North Africa, RSA, South America, USA.

스티브는   1개 획득.  위의 향상 타일을 현재 라운드 번호에 해당되는 칸으로 이동.

스티브의 제품 가격을 조정 : /

스티브의   을 생산 :   + 

남은 향상 타일 중 가장 위의 것을 가져와서   위로.

1  = 1 .    을 다음 규칙에 따라 배치 :

스티브가 연구 중인 

기술 위에;

특허가 있는 기술 중 가장 

저렴한 기술 위에;
가장 저렴한 기술 위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역;

스티브의   만 있는 

것인 지역 마다   1개씩;

그 중 다른  

 이 가장 적은 지역 ;

 

(스티브 포함) 이 여러 

개인 지역마다 1개, 

스티브의   을 팔 수 

있는한 반복;

그 중 지역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먼저인 지역.

스티브의   만 있는 

지역 마다 가능한만큼 

 판매.

스마트폰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