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흐름

역사는 굽이치는 강물과도 같아서 세대를 가로지릅니다. 시대의 여명에서
수많은 문명이 피고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은 찰나의 영광을 밝혀왔죠.
여러분은 인류의 운명을 관할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 건축, 군사, 정치 분야를 운용하며 발전시키고 위대한 문명의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경이로운 불가사의들을 건설해서
모든 이들이 당신의 업적을 우러러 보게 하세요.

역사의 흐름은 카드로 즐기는 빠른 진행의 문명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은
독특한 경매 방식에 따라 각자의 문명을 구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명에서 5명까지 플레이 할 경우에는 기본 규칙대로 진행하며,
2명이서 플레이 할 경우에는 설명서 20페이지의 ‘2인용 규칙’을 참조하세요.

게임 디자인 Jesse Li
게임 개발 AFONG and Desnet Amane
2인 규칙 개발 Daniel Hadlock & Michael Mindes
그래픽 디자인 & 아트워크 Adam P. McIver
오리지널 디자인 & 아트워크 keykid, Desnet Amane, Steve Tse, LEO, and SY Li
한글판 제작 보드엠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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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자원 토큰 72개

Astronomy

Religious Tribe

Not at
are the race of the immortal gods and
Astronomy compels the soul to look upwards and leads us the raceallofsimilar
everyone
men who walk upon the earth.
from this world to another.
Light up the way for
– Plato
– Homer
– Vladimir Mayako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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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y may be likened to the bending of a crossbow;
cision, to the releasing of a trigger.
– Sun Tzu

The Pyramids

a lighthouse!
Children, be like
swim at night.
everything. who cannot
– Themistocles

John Lennon

command of

O, let not the
god Tem, pains of death
I am in the which come upon
me is that and
foremost
which is with
thee
into my body.
all the godspart of the sky, enter
and the power
I am the
forever.
which protecteth
– The Book
of the Dead

Crossbowmen

the sea has

John Lennon (1940
most commercially - 1980)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successful band in the
Beatles, the
history of popular
music.

Lighthouse

Frigate

He who commands

Cannon

문명 카드 67장

참조카드
or 5장

플레이어 마커 5개

Artillery adds dignity to what would otherwise be
a vulgar brawl.
– Frederick the Great

2
4
5
7

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자원 저장고 상자 1개
(조립 필요)
규칙서1부

He who commands the sea has command of everything.
– Themistocles

Scoring Effect: This effect will only be applied at the end of the
game and has no effect during normal gameplay.

카드 요약

1

Monastery

Frigate

3

Military Academy

Seaport

6
I must study politics and war that my sons may have liberty
to study mathematics and philosophy.
– John Adams

1 카드의 해당 시대
2 카드의 종류 심볼
3 투자 보너스 표시
4 효과 적용 시기
5 효과 종료 아이콘 : 이 효과는 게
Astronomy 임 종료시 취소됩니다.
Printing Press

One doesn' t discover new land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shore.
– Andre 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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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효과 설명 아이콘
읽을 거리 텍스트
생산 아이콘 영역 :이 카드가 당신의 국가
에 놓여 있는 동안, 이 곳의 아이콘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각의
Steam시대가
Power 표시된 뒷면

생산 아이콘
생산 아이콘에는 모두 7종류가 있습니다.
공격

문화

산업

방어

과학

국가에 놓일 카드들에는 생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게임 종료 후 점수를
줍니다. 게임 중 카드의 일부 기능들은 해당
국가에 특정 아이콘이 몇개나 있느냐에 따라
효과의 적용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확

교역

투자 보너스
당신은 게임 중 투자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투자 완성을 하면 카드를
획득합니다. 이렇게 투자로 카드를 획득했을 경우 투자 보너스를 자원 토큰으로
받습니다. 획득하는 카드의 확대경 아이콘 안에 표시된 투자 보너스 아이콘을
참조합니다.투자 보너스 아이콘은 생산 아이콘이 아닙니다. 투자 보너스 아이콘은
투자 완성으로 카드를 가져올 때만 확인합니다. 투자 보너스 아이콘은 카드 종류별로
다릅니다.
문화 보너스 확인
(정부, 위인 카드)

산업 보너스 확인
(건축, 불가사의 카드)

과학 보너스 확인
(지식, 군사 카드)

카드 종류
문명 카드에는 6가지 종류가 있고 색상과 아이콘으로 구별됩니다.

건축

정부

지식

군사

3

위인

불가사의

카드 배치
같은 종류의 카드는 획득시 위로 쌓여가고, 맨 위에 있는 카드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카드들은 하단부의 생산 아이콘 영역만 보이도록 살짝 아래로
겹쳐놓습니다. 생산 아이콘 영역에 보이는 아이콘들은 당신의 국가가 갖고 있는
아이콘들로 간주합니다.
카드 배치 예시 1: 당신은 건축 카드인 “등대”를 획득했습니다.
A. 당신의 국가에는 이미 건축 카드인 “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 카드인
등대는 그 위에 놓아야 합니다. 막사 카드는 하단부의 생산 아이콘 영역만 보이게
놓습니다.

Lighthouse

Lighthouse
Barracks

Barracks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It is entirely seemly for a young man killed in battle to lie
mangled by the bronze. In his death all things appear fair.
– Homer

B. 막사에 있던 지속 효과

It is entirely seemly for a young man killed in battle to lie
mangled by the bronze. In his death all things appear fair.
– Homer

인 방어 아이콘

C. 하지만 막사 카드 하단부의 공격 아이콘
간주합니다.

은 이제 그 효과를 잃습니다.
은 여전히 당신의 국가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는 오직 한 명의 위인 카드만 놓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인 카드를 획득하기 전에
원래 있던 위인 카드는 반드시 버려집니다. (게임에서 제거)
불가사의 카드는 겹쳐서 놓지 않습니다. 새로운 불가사의 카드를 획득하면, 기존
불가사의 카드 ‘옆에’ 놓습니다. 따라서 기존 불가사의 카드의 효과가 새 카드에 의해
가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겹쳐진 카드 그룹의 맨 위 카드가 제거되면, 그 바로 아래 있는 효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주의! 이때 ‘즉시’ 및 ‘공격’ 효과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 효과의
상세한 설명은 21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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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치 예시 2: 태훈의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reaucracy

Monastery

Republic

Astronomy

Frigate

Agrarian Tribe

Working Animal

Warriors

The bureaucracy is expanding to meet the needs
of the expanding bureaucracy.

– Unknown

Toleration and liberty are the foundations of a great republic.
– Frank Lloyd
Agriculture for an honorable and highminded man, is
the best of all occupations or arts by which men procure
the means of living.
– Xenophon

Napoleon Bonaparte

Napoleon Bonaparte (1769 - 1821) was a French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during the latter stage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associated wars.

Astronomy compels the soul to look upwards and leads us
from this world to another.
– Plato

He who commands the sea has command of everything.
– Themistocles

I am not afraid of an army of lions led by a sheep;
I am afraid of an army of sheep led by a lion.
– Alexander the Great

Courage, above all things, is the first quality of a warrior.
– Carl von Clausewitz

The Great Wall

The art of war teaches us to rely not on the liklihood of the enemy’s not attacking,
but rather on the fact that we have made our position unasailable.
– Sun Tzu

Lighthouse
Temple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Religions are like fireflies. They require darkness
in order to shine.
– Arthur Schopenhauer

Himeji Castle

Bushido is realized in the presence of death. This means choosing death whenever
there is a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There is no other reasoning.
– Yamamoto Tsunetomo

5

문화 (4개는 생산 아이콘 영역, 1개는 “수도원” 효과)

6

방어 (3개는 생산 아이콘 영역, 3개는 “군함” 효과)

0

산업

3

교역

2

수확

5

공격

1

과학

주의!: 국가에는 오직 1명의 위인만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과 군함의 기능은 지속 효과
입니다. 불가사의인 “만리장성”과 “코
르도바 데 모스크”는 겹쳐놓지 않습니다. 불가사의 카드들의 효과는 게임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에 있는 문화 아이콘은 게임 중에는
종료시
무시합니다.

5

효과 적용 시기
(시작 카드를 제외한) 모든 문명 카드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효과의 왼쪽에는 이
효과들이 언제 사용되는 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시 효과

공격 효과

지속 효과

행동 효과

전체 공격 효과
게임 종료 효과
(점수 계산시 적용)

즉시 효과
즉시 효과 아이콘
을 가진 카드를 획득할 경우, 카드를 자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반드시 해당 효과를 적용합니다. 카드는 투자 완성, 저격, 다른 효과 등으로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배치하고나서 효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카드에 표시된 아이콘들도 효과
적용시 따집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 덮히는 카드의 효과에 명시된 아이콘들은
무시됩니다.
들은 게임 중 단 한 번-카드 획득시에만 사용됩니다. 이 카드 위에
모든 즉시 효과
있던 카드가 제거되어 다시 효과가 공개되더라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격 효과
공격 효과는 즉시 효과
시에만 사용됩니다.

처럼 발동됩니다. 따라서 게임 중 단 한 번 - 카드 획득

해당 카드를 당신의 국가에 배치한 후 공격 효과
를 적용합니다. 먼저 당신의
개수를 셉니다. 이 개수가 공격 수치입니다. (공격
국가에 있는 공격 아이콘
만 셉니다.)
아이콘
아울러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국가에 있는 공격 아이콘
개수와 방어
개수를 셉니다. 이 개수들이 방어 수치입니다. (
+
).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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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효과 예시: 5페이지 예시에서 태훈은 모두 5개의 공격 아이콘
과 6개의
이 있습니다. 만약 태훈이 공격을 할 경우 공격 수치는 5
방어 아이콘
입니다. 만약 태훈이 방어를 할 경우 방어 수치는 11(=5+6)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는 다른 플레이어들 중 방어 수치가 자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이를 한 명 선택한 뒤, 그 플레이어에게 공격 효과를 적용합니다. 효과 적용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는, 공격자가 그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점. 공격 효과를 적용하는 카드에 있는 공격 아이콘
개수를 세서 따집니다. (카드 배치 후 효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도 효과 적용시

전체 공격 효과
이 카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공격 효과
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효과 적용을 방어
수치가 공격자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모든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효과 적용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는, 공격자가 각 플레이어들에 대해 선택을 합니다.

지속 효과
지속 효과
는 해당 효과가 다른 카드에 가려지지 않는 한, 당신의 국가에서 그
이
효과를 계속 발휘합니다. 하지만 지속 효과 표시 아래에 효과 종료 아이콘
있을 경우, 이 효과는 게임 종료시에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점수 계산시에는 해당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동 효과
이 카드의 효과를 당신의 차례에 행동으로 사용합니다. 카드를 가져오는 순간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차례마다 행동을 단 한 번 하기에,
이 카드를 가져오려고 이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의 기능이 보이는 상태라면, 혹은 다른 카드에 가려졌었어도 다시 공개되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이 카드의 행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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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 효과
이 효과는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시에만 적용됩니다. 게임 중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의 게임 종료 설명을 참조하세요.
국가 예시 : 태훈의 국가입니다.

Bureaucracy

Monastery

Republic

Astronomy

Frigate

Agrarian Tribe

Working Animal

Warriors

The bureaucracy is expanding to meet the needs
of the expanding bureaucracy.

– Unknown

Toleration and liberty are the foundations of a great republic.
– Frank Lloyd
Agriculture for an honorable and highminded man, is
the best of all occupations or arts by which men procure
the means of living.
– Xenophon

Napoleon Bonaparte

Napoleon Bonaparte (1769 - 1821) was a French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during the latter stage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associated wars.

Astronomy compels the soul to look upwards and leads us
from this world to another.
– Plato
I am not afraid of an army of lions led by a sheep;
I am afraid of an army of sheep led by a lion.
– Alexander the Great

He who commands the sea has command of everything.
– Themistocles
Courage, above all things, is the first quality of a warrior.
– Carl von Clausewitz

The Great Wall

The art of war teaches us to rely not on the liklihood of the enemy’s not attacking,
but rather on the fact that we have made our position unasailable.
– Sun Tzu

Lighthouse
Temple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Religions are like fireflies. They require darkness
in order to shine.
– Arthur Schopenhauer

Himeji Castle

Bushido is realized in the presence of death. This means choosing death whenever
there is a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There is no other reasoning.
– Yamamoto Tsunetomo

A. “천문학”에는 즉시 효과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는 전체 공격 효과
가
있습 니다. 이 둘은 카드 획득시 그 효과를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게임 중 다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B. “관료제”는 행동 효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태훈은 자신의 차례에 행동으로 이 효과를

C. “수도원”과 “군함”은 지속 효과
입니다. 따라서 이 카드들이 덮히지 않는한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군함 카드의 효과는 게임 종료시 취소됩니다.
D. 불가사의 카드들은 겹쳐지지 않습니다. “만리장성”과 “코르도바 데 모스크”는
이므로 게임이 끝나고 점수 계산시에만 따집니다.
게임 종료시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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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1

문명 카드들을 뒷면의 시대에 따라 분류해서 잘 섞습니다. 뒷면이 A인 카드 다섯장을
테이블 중앙에 앞면이 보이게 펼쳐놓습니다. 이 곳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2

뒷면이 S인 시작 카드를 각 플레이어들에게 무작위로 1장씩 나눠줍니다. 시작카드는
정부 카드로 각 플레이어 국가의 첫 카드가 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시작 카드들은 박스로
되돌립니다.

3

“미래”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인터넷”카드를 그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분류한 카드들 중 5시대(V) 카드 더미를 뒷면이 보이게 인터넷 위에
놓습니다. 그 위로 순서대로 4시대(IV), 3시대 (III), 2시대 (II), 1시대 (I) 카드 더미를
쌓아 놓습니다. 따라서 맨 위에는 뒷면이 보이는 1시대 카드가 있게 되고, 1시대 더미
아래에 2시대 더미가 있게 됩니다. 이 카드 더미를 ‘문명 덱’이라고 부릅니다.

ce recreates the
– Marshall McLuhan

world in the image

The Internet

The new electronic
of a global village.interdependen

The Future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watched C-beams
glitter in the darkbelieve. Attack ships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near the Tannhäuseron fire off the shoulder
Gate. All those of Orion. I
moments will be
– Blade Runner,
1982

5인 플레이 시에는 맨위의 1시대 카드 한 장을 더 공개합니다. 따라서 총 6장이 공개
됩니다.

4

각 플레이어는 색상을 선택해서 해당 색상의 요약 카드, 플레이어 마커를 받습니다. 또
자원 토큰도 4개를 받습니다. 플레이어 앞의 공간은 각자의 국가로, 획득한 카드들이
이 곳에 놓입니다. 플레이어들의 국가에 있는 카드, 자원 토큰 현황은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개됩니다.

5

저장고 박스 안을 ‘저장고’, 저장고 박스 바깥 옆을 ‘공급처’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모든 자원 토큰들을 저장고 박스 안에 넣습니다. 게임 시작시에는
공급처에 자원을 놓지 않습니다.

6

무작위로 선 플레이어를 결정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
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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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 효과 :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시에만 적용. 게임 중에는 아무 의미 없음.

게임 종료 효과 :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시에만 적용. 게임 중에는 아무 의미 없음.

행동 효과 :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 가능.

행동 효과 :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 가능.

= 게임 종료시에 취소(점수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 게임 종료시에 취소(점수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지속 효과 : 다른 카드에 가려지지 않는 한, 자신의 국가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

+

전체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모든 상태를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개수)가 적은 상대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즉시 효과 : 카드를 자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즉시 해당 효과를 반드시 적용. 덮혔던
카드가 다시 공개 되더라도 효과 적용 불가.

+

전체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모든 상태를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개수)가 적은 상대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효과 적용 시기

개수)가 적은

효과 적용 시기

4

Each honest calling, each walk of life, has its own elite,
its own aristocracy based on excellence of performance.
– James Bryant Conant

2

If you chase two rabbits, you will lose them both.
– Native American Saying

Military Caste

문명 덱

4

Aristocracy

+

즉시 효과 : 카드를 자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즉시 해당 효과를 반드시 적용. 덮혔던
카드가 다시 공개 되더라도 효과 적용 불가.

3

+

지속 효과 : 다른 카드에 가려지지 않는 한, 자신의 국가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

개수)가 적은

2

1

시장 : 2~4인 플레이=5장 | 5인 플레이=6장

The Pyramids

O, let not the pains of death which come upon thee enter into my body. I am the
god Tem, and I am in the foremost part of the sky, and the power which protecteth
me is that which is with all the gods forever.
– The Book of the Dead

5

Working Animal

I am not afraid of an army of lions led by a sheep;
I am afraid of an army of sheep led by a lion.
– Alexander the Great

Ramesses II

Barracks

It is entirely seemly for a young man killed in battle to lie
mangled by the bronze. In his death all things appear fair.
– Homer

Ramesses II (1303 BC - 1213 BC) was often regarded as the greatest,
most celebrated, and most powerful pharaoh of the Egyptian Empire.

Warriors

Courage, above all things, is the first quality of a warrior.
– Carl von Clausewitz

저장고

공급처

4

2

2

4

Agrarian Tribe

Agriculture for an honorable and highminded man, is
the best of all occupations or arts by which men procure
the means of living.
– Xenophon

Religious Tribe

Not at all similar are the race of the immortal gods and
the race of men who walk upon the earth.
– Homer

효과 적용 시기

효과 적용 시기

즉시 효과 : 카드를 자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즉시 해당 효과를 반드시 적용. 덮혔던
카드가 다시 공개 되더라도 효과 적용 불가.

즉시 효과 : 카드를 자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즉시 해당 효과를 반드시 적용. 덮혔던
카드가 다시 공개 되더라도 효과 적용 불가.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개수)가 적은 상대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

전체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모든 상태를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

전체 공격 효과 : 자신의 공격 수치( 개수)보다 방어 수치(
모든 상태를 공격. 효과 적용 방법은 공격자가 선택.

개수)가 적은

지속 효과 : 다른 카드에 가려지지 않는 한, 자신의 국가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

+

개수)가 적은 상대

+

개수)가 적은

지속 효과 : 다른 카드에 가려지지 않는 한, 자신의 국가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

= 게임 종료시에 취소(점수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 게임 종료시에 취소(점수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행동 효과 :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 가능.

행동 효과 :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 가능.

게임 종료 효과 :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시에만 적용. 게임 중에는 아무 의미 없음.

게임 종료 효과 : 게임 종료 후 점수 계산시에만 적용. 게임 중에는 아무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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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한 플레이어의 차례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행동 단계 2) 정리 단계
행동 단계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얻거나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시장에 카드를 채우고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1 단계 : 행동

단계

모두 5가지 종류의 행동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이 중 1가지 행동을 하고
정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1. 투자 : 시장의 카드 1장에 투자를 합니다.
2. 완성 : 투자를 했던 카드 1장을 획득합니다.
3. 저격 : 상대방이 투자한 카드 1장을 저격합니다.
4. 행동 효과 : 당신의 카드 중 행동 효과
5. 수확 : 자원을 획득합니다.

가 있는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투자

주의 : 만약 이미 다른 카드에 투자를 했거나, 가진 자원이 없다면 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시장에 있는 카드 중 다른 플레이어가 투자하지 않은 카드 1장을 선택합니다.
2. 그 카드 위에 당신의 플레이어 마커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아래에 당신이 갖고
있는 자원 중 원하는 만큼을 놓습니다. (투자한 자원이 공급처나 다른 카드에 투자한
자원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투자 예시 : 당신은 “수도원”을 선택해서 그 카드 위에 플레이어 마커를 놓습니다.
투자 비용으로 당신의 국가에 있는 자원 토큰 4개를 그 카드 아래에 놓습니다.

Monastery

Monastery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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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주의 : 이 행동은 당신이 이미 투자를 한 카드가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당신이 투자한 카드가 있다면, 완성 행동으로 해당 카드를 가져오면서 투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를 한 다음 차례에 반드시 완성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투자를 했던 카드 아래에 있던 모든 자원 토큰을 공급처에 놓습니다.
2. 투자한 카드의 투자 보너스 아이콘

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당신의 국가에 투자 보너스 아이콘과 같은 아이콘이 몇 개 있는지 세어봅니다.
(투자한 카드는 세지 않습니다.) 그 개수만큼 자원 토큰을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공급처에 자원이 떨어지면 더 받아올 수 없습니다.
4. 투자한 카드를 가져와서 국가에 배치합니다. 같은 종류의 카드 맨 위에 겹쳐서 기존
카드의 효과를 덮습니다. (4 페이지 참조)
5. 가져온 카드의 효과가 즉시 효과 , 공격 효과 , 전체 공격 효과
일 경우 해당
효과를 적용합니다. 지속 효과
일 경우 이제부터 해당 효과를 계속 적용합니다.
행동 효과
일 경우 이후 차례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페이지 참조)
주의 : 투자 보너스를 셀 때는 지속 효과

에 표시된 아이콘과 카드 하단부의 생산

아이콘 영역의 아이콘만 따집니다. 투자 보너스

에 표시된 아이콘은 따지지 않습니다.

완성 예시 : 당신은 이전에 투자했던 “수도원”을 완성하기로 합니다. 투자시
놓았던 4개의 자원 토큰은 공급처로 옮깁니다.

The Hanging Gardens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Monastery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Crossbowmen

Energy may be likened to the bending of a crossbow;
decision, to the releasing of a trigger.
– Sun T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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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udalism

I will to my lord be true and faithful, and love all which
he loves, and shun all which he shuns.
– Anglo Saxon Oath of Fealty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 Qur'an 21:30

완성한 “수도원”의 투자 보너스 아이콘
은 산업 아이콘
입니다. 당신의
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2개를 공급처에서
국가에는 현재 2개의 산업 아이콘
가져옵니다.

The Hanging Gardens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Monastery

Crossbowmen

Energy may be likened to the bending of a crossbow;
decision, to the releasing of a trigger.
– Sun Tzu

Feudalism

I will to my lord be true and faithful, and love all which
he loves, and shun all which he shuns.
– Anglo Saxon Oath of Fealty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 Qur'an 21:30

그리고나서 수도원을 시장에서 가져와서 건축 카드들 그룹의 맨 위에 놓습니다.
이때 덮히는 카드의 생산 아이콘 영역은 보이도록 놓습니다.

Monastery

Monastery

Lighthouse

Lighthouse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Barracks

Barracks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It is entirely seemly for a young man killed in battle to lie
mangled by the bronze. In his death all things appear fair.
– Homer

It is entirely seemly for a young man killed in battle to lie
mangled by the bronze. In his death all things appear fair.
– Homer

수도원은 지속 효과로 1개의 문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국가에는 이 문화
아이콘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억하세요 : 투자 보너스는 반드시 완성 행동을 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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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

당신이 원하는 카드에 상대방이 투자를 했다면, 저격으로 이 카드를 뺐어올 수 있습니다.
주의 : 당신이 가진 자원이, 원하는 카드에 투자된 자원 개수보다 적을 경우 해당 카드에
저격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된 카드들 중 당신이 가진 자원보다 적은 개수로 투자된
카드가 한 장도 없다면 아예 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상대방이 투자한 카드 중 한 장을 골라 투자된 자원 개수를 세어봅니다. 그리고나서
같은 개수의 자원을 당신의 국가에서 투자한 상대방에게 줍니다.
2. 해당 카드에 투자된 자원을 모두 공급처에 놓습니다.
개수를 세어보고, 그 개수만큼의
3. 투자했던 상대방은 그의 국가에 있는 교역 아이콘
자원을 공급처에서 받습니다. 공급처에 자원이 떨어지면 더 받아올 수 없습니다.
4. 그리고나서 투자했던 상대방은 공급처에 있는 자원 토큰의 반을 받습니다. (반내림)
5. 당신은 해당 카드를 가져와서 당신의 국가에 놓습니다. (4 페이지 참조)
6. 가져온 카드의 효과가 즉시 효과 , 공격 효과 , 전체 공격 효과 일 경우 해당
일 경우 이제부터 해당 효과를 계속 적용합니다.
효과를 적용합니다. 지속 효과
일 경우 이후 차례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페이지 참조)
행동 효과
주의 : 저격 행동 시에는 누구도 투자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저격 예시 : 당신은 태훈이 자원 4개로 투자한 “관개” 카드를 저격하기로 합니다.
공급처에는 현재 2개의 자원이 있습니다.먼저 당신은 태훈에게 자원 4개를
주고, 태훈은 자신의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개 카드에 있던
자원 4개는 공급처로 옮깁니다. 이제 공급처에는 자원이 6개가 있습니다.
The Hanging Gardens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Castle

The home to everyone is to him his castle and fortress, as well
for his defense against injury and violence, as for his repose.
– Edward Coke

Crossbowmen

Energy may be likened to the bending of a crossbow;
decision, to the releasing of a trigger.
– Sun T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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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udalism

I will to my lord be true and faithful, and love all which
he loves, and shun all which he shuns.
– Anglo Saxon Oath of Fealty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 Qur'an 21:30

태훈의 국가에는 교역 아이콘
이 1개 있습니다. 따라서 태훈은 공급처에서 자원
1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나서 태훈은 공급처에 남은 자원의 반을 받습니다. 남은
자원이 5개이기 때문에 반내림으로 2개를 받습니다.
The Hanging Gardens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Castle

The home to everyone is to him his castle and fortress, as well
for his defense against injury and violence, as for his repose.
– Edward Coke

Crossbowmen

Energy may be likened to the bending of a crossbow;
decision, to the releasing of a trigger.
– Sun Tzu

Feudalism

I will to my lord be true and faithful, and love all which
he loves, and shun all which he shuns.
– Anglo Saxon Oath of Fealty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 Qur'an 21:30

당신은 관개 카드를 당신의 국가로 가져옵니다. 관개 카드는 즉시 효과입니다.
(가지고 있는 수확 아이콘 개수 만큼의 자원을 저장고에서 획득) 카드를 배치하자
개수를 셉니다. (관개 카드의 아이콘도 포함) 모두 2개의
마자 수확 아이콘
수확 아이콘이 있어서, 저장고 박스 안에서 자원 2개를 가져옵니다.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당신에게 행동 효과 아이콘

– Qur'an 21:30

행동 효과

이 있다면, 이 카드의 효과를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행동은 한 차례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행동 효과 사용으로 새로운 카드를 가져올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해당 그룹 맨 위에
놓습니다. 이때 획득한 카드의 효과 종류가 즉시
, 공격
, 전체 공격
일 경우 그
효과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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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효과 예시 1 : 당신은 이번 차례에 “람세스 2세”의 행동 효과
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시장에는 2개의 불가사의-”피라미드”와 “만리장성”-가 있습니다. 하
지만 피라미드는 이미 태훈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The Great Wall

Working Animal

I am not afraid of an army of lions led by a sheep;
I am afraid of an army of sheep led by a lion.
– Alexander the Great

The art of war teaches us to rely not on the liklihood of the enemy’s not attacking,
but rather on the fact that we have made our position unasailable.
– Sun Tzu

– Aesop

The Pyramids

Archers

The haft of the arrow had been feathered with one of
the eagle’s own plumes.

O, let not the pains of death which come upon thee enter into my body. I am the
god Tem, and I am in the foremost part of the sky, and the power which protecteth
me is that which is with all the gods forever.
– The Book of the Dead

Iron Works

Do not wait to strike until the iron is hot,
but make it hot by striking.
– William Butler Yeats

Ramesses II

Ramesses II (1303 BC - 1213 BC) was often regarded as the greatest,
most celebrated, and most powerful pharaoh of the Egyptian Empire.

따라서 당신은 만리장성을 가져옵니다. 이때 람세스 2세 카드는 버립니다.
행동 효과 예시 2 : 당신은 이번 차례에 “크리스토퍼 콜롬부스”의 행동 효과
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롬부스 카드를 버리고 문명 덱 맨 위의 카드를
가져옵니다.

Christopher Columbus
Fighter Jet

or

Christopher Columbus (1451 - 1506) completed four voyages across the Atlantic
Ocean that led to general European awareness of the American continents.

Nothing can stop the attack of aircraft except other aircraft.
– Billy Mitchell

가져온 카드는 “제트 전투기”입니다. 이 카드를 당신의 국가에 배치한 뒤, 해당
를 적용합니다.
카드의 전체 공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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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공급처에 자원이 많이 있을 경우, 수확 행동으로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에서 공급처로 옮깁니다.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자원을 저장고

2. 공급처에 있는 자원의 개수를 세어본 뒤, 전체의 절반을 획득합니다. (반내림)
3. 그리고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개수가 현재 시대의 수(1~5)보다 적을 경우,
현재 시대 수만큼 가질 수 있도록 추가로 저장고에서 가져옵니다.
주의 : 현재 시대란 시장에 있거나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시대 중에서 가장 높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의 : 저장고에 있는 자원들은 수확 행동 시에만 사용됩니다.
수확 예시 1 : 공급처에 자원이 5개 있고, 당신은 수확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확
이 2개 있습니다. 저장고에서 자원 2개를 가져와 공급처에 놓습니다.
아이콘

이제 공급처에는 자원이 7개입니다. 당신은 반내림으로 절반인 3개를 받습니다.
수확 예시 2 : 공급처에 자원이 3개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원이 1개 있습니다. 현재
이 하나도
시대는 V(5) 시대로 당신은 수확 행동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수확 아이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장고에서 공급처로 자원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3개의 반인 (반내림) 1개를 받아서 당신에게는 모두 2개의 자원이 있습니다.

4<5
가진 자원 2개가 현재 시대인 5보다부족하기 때문에, 저장고에서 3개를 더 가져와서
5개가 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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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정리 단계

한 번의 행동을 하고나서 차례를 마칩니다. 그 전에 시장을 다음 방식으로 채웁니다.:
1. 시장 보충 : 문명 덱 위의 카드를 공개해서 시장에 공개된 카드가 5장이 되도록
채웁니다. (5인 게임시에는 6장)
2. 시대 점검 : 현재 시대보다 2시대 이전의 모든 카드들 중 투자되지 않은 카드들을
버립니다. (게임에서 제거) 그리고 카드를 더 공개해서 시장을 보충합니다.
3. 게임 종료 점검 : 19 페이지에 설명된 게임 종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게임 종료가
아니라면 시계 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가 차례를 진행합니다.
정리 단계 예시 : 2시대 카드가 시장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A 카드 중 투자가 안
된 카드들은 모두 제거됩니다.

Warriors

Ramesses II

Ramesses II (1303 BC - 1213 BC) was often regarded as the greatest,
most celebrated, and most powerful pharaoh of the Egyptian Empire.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The Hanging Gardens

Lighthouse

– Qur'an 21:30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Courage, above all things, is the first quality of a warrior.
– Carl von Clausewitz

시장에 2장의 A 카드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태훈이 투자를 했고, “전
사”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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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cy

The bureaucracy is expanding to meet the needs
of the expanding bureaucracy.

– Unknown

Ramesses II

따라서 전사만 제거하고 새로운 카드로 채웁니다.

Ramesses II (1303 BC - 1213 BC) was often regarded as the greatest,
most celebrated, and most powerful pharaoh of the Egyptian Empire.

Children, be like a lighthouse! Light up the way for everyone
who cannot swim at night.
– Vladimir Mayakovsky

The Hanging Gardens

Lighthouse

– Qur'an 21:30

I think that if ever a mortal heard the word of God it would be
in a garden at the cool of the day.
– F. Frankfort Moore

Irrigation

By means of water, we give life to everything.

게임 종료
“미래” 카드가 시장에 추가되면, 혹은 누군가 미래 카드를 획득하면 현재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나자마자 게임은 종료됩니다. 플레이어들은 다음 방법에 따라 점수를 계산합니다. :
1. 효과 종료 아이콘
들은 남습니다.

이 있는 카드들의 효과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그외의 생산 아이콘

2. 모든 문화 아이콘

마다 1점입니다.

3. 다른 모든 생산 아이콘의 개수를 셉니다. 각 아이콘 2개마다 1점입니다.
의 발동으로 얻는 문화 아이콘
4. 게임 종료 효과
해서 최고 점수를 얻은 이가 승자입니다.

1개마다 1점입니다. 모두 합산

동점일 경우 자신의 국가에 더 카드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래도 동점일 경우
자원 토큰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게임 종료 점수 계산 예시 :
A. “군사 학교”는 효과 종료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Bureaucracy

Fighter Jet

Republic

모든 정부 카드 1장당 방어
아이콘

Albert Einstein
Democracy

1개의 효과는

It has been sai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 Winston Churchill

Agrarian Tribe

The bureaucracy is expanding to meet the needs
of the expanding bureaucracy.

Steam Power
Astronomy

– Unknown

Toleration and liberty are the foundations of a great republic.
– Frank Lloyd
Agriculture for an honorable and highminded man, is
the best of all occupations or arts by which men procure
the means of living.
– Xenophon

You would make a ship sail against the winds and currents
by lighting a bon-fire under her deck? I have no time for
such nonsense.
– Napoleon
Astronomy compels the soul to look upwards and leads us
from this world to another.
– Plato

Frigate
or

Warriors

Nothing can stop the attack of aircraft except other aircraft.
– Billy Mitchell
He who commands the sea has command of everything.
– Themistocles
Courage, above all things, is the first quality of a warrior.
– Carl von Clausewitz

Military Academy

Albert Einstein (1879 - 1955) was a theoretical physicist who developed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one of the two pillars of modern physics.

Monastery
Temple

I must study politics and war that my sons may have liberty
to study mathematics and philosophy.
– John Adams

Himeji Castle

Faith is the bird that feels the light when the dawn is still dark.
– Rabindranath Tagore
Religions are like fireflies. They require darkness
in order to shine.
– Arthur Schopenhauer

Bushido is realized in the presence of death. This means choosing death whenever
there is a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There is no other reasoning.
– Yamamoto Tsunetomo

취소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The Great Wall

생산 아이콘들은 남습니다.
B. 문화 아이콘

은 (민주주의에 있는 3개를 포함해서) 모두 7개가

The art of war teaches us to rely not on the liklihood of the enemy’s not attacking,
but rather on the fact that we have made our position unasailable.
– Sun Tzu

있습니다. 따라서 7점입니다. 다른 아이콘은 모두 23개가 있어서 11점입니다.
C. 지식 카드가 2장이 있기 때문에 “앨버트 아인슈타인” 카드를 통해서 2점을 받습니다.
D. 정부 카드가 4장이 있기 때문에 “코르도바 데 모스크” 카드를 통해서 4점을 받습니다.
은 모두 모두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리 장성”은 방어 아이콘
E. 방어 아이콘
2개당 1점이기 때문에, 1점만 받습니다.
총 점수는 7+11+2+4+1 = 2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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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규칙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의: 2인 플레이는 3~5인 플레이가 어느 정도 숙지된 후에 플레이 할 것을 권합니다.

준비 단계

1

시작 카드(S) 중 “군사 계급”과 “농경 부족”을 제거합니다. 남은 4장 중 2장씩을 무작
위로 받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받은 2장 중 1장을 선택해서 각자의 국가에 놓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카드도 제거합니다. 각자 자원 4개를 받습니다.

2
3

문명 덱과 시장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준비합니다. (시장에는 A카드 5장)

4

공급처에 2개의 자원을 놓고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색깔의 플레이어 마커를 준비합니다. 이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상의
세력입니다. 이를 ‘조정자’라고 부릅니다. 조정자의 마커를 “전사”위에 두고 투자
자원 2개를 그 아래에 둡니다.

완성 보너스

완성 행동을 하면 획득한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고, 추가로 투자 혹은 저격을 한 번 합니다.

조정자 저격

저격 행동을 할 때, 조정자의 투자 카드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저격으로 조정자에게
지불하는 자원과 원래 카드에 투자된 자원 모두 공급처로 갑니다.

정리 단계

1. 정리 단계시, 시장을 채우기 전에 조정자가 투자한 카드를 버립니다. 투자된 자원은
공급처에 놓습니다.
2. 시대 점검 후, 현재 플레이어가 조정자가 투자할 카드 1장을 반드시 정합니다. 조정자의
투자 자원 개수는 현재 공급처에 있는 자원의 절반입니다. (반내림) 해당 수만큼을
공급처에서 가져와 투자 카드 아래에 놓습니다. 만약 조정자가 투자한 자원 개수가 현재
시대보다 적다면, 현재 시대만큼의 개수가 되도록 저장고에서 자원을 추가로 가져와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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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설명

(가나다 순)

명칭(시대) 종류 / 행동 : 설명
검사 (I) 군사 /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상대 1명을 정해서 그의 정부 그룹 맨 위의 카
드를 제거합니다.
공산주의 (IV) 정부 / 즉시 :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자원을 공급처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공급처에 있는 모
든 자원을 인원수만큼 나눠서 가져갑니다. 남은 자원들은 공급처에 계속 놓습니다.
공예 부족 (S) 정부/ 시작 : 기능 없음
공자 (I) 위인 / 행동 : 투자되지 않은 위인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공장 (IV) 건축 / 지속 : 공격 아이콘 3개를 제공합니다.
공중 정원 (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건축 카드 1장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공화국 (I) 정부/ 지속 : 교역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관개 (II) 과학/ 즉시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1개마다 자원 1개씩을 저장고에서 가져옵니다.
관료제 (II) 정부/ 행동 : 투자되지 않은 정부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군사 계급 (S) 정부 / 시작 : 기능 없음
군사 학교 (III) 건축 / 지속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정부 카드 1장마다 방어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게임
종료시 취소)
군함 (III) 군사/ 지속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교역 아이콘 1개마다 방어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게임 종료
시 취소)
궁수 (I) 군사/ 지속 : 방어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귀족 (S) 정부 / 시작 : 기능 없음
기계화 농업 (IV) 과학/ 즉시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1개마다 자원 1개씩을 저장고에서 가져옵
니다.
기사 (II) 군사/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상대 1명을 정해서 그의 국가의 지식 혹은 건축
그룹을 선택해서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III) 위인 / 전체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정부
그룹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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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부족 (S) 정부/ 시작 : 기능 없음.
대포 (III) 군사/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상대 1명을 정해서 그의 국가의 지식 혹은 건축 그룹을
선택해서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합니다.
등대 (I) 건축 / 지속 : 과학 아이콘 1개와 산업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람세스 2세 (A) 위인 / 행동 : 이 카드를 제거하고 투자되지 않은 불가사의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마하트마 간디 (IV) 위인 / 지속 : 공격이나 전체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격이나 전체 공격을 당하지도 않
습니다.
막사 (A) 건축 / 지속 : 방어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만리장성 (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방어 아이콘 2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맨해튼 계획 (IV) 불가사의 / 전체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국가에 있는 불가
사의 카드 1장을 선택해서 제거합니다.
미래 : 이 카드가 시장에 추가되거나 누군가가 획득하면 게임이 즉시 끝납니다.
민주주의 (IV) 정부 / 지속 : 문화 아이콘 3개를 제공합니다.
봉건주의 (II) 정부 / 지속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1개마다 방어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게임 종료시
취소)
사역 동물 (A) 과학 / 즉시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1개마다 자원 1개씩을 저장고에서 가져옵니다.
사원 (I) 건축 / 지속 : 문화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석궁사수 (II) 군사 / 지속 : 방어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성 (II) 건축 / 지속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군사 카드 1장마다 공격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게임 종료시 취소)
수도원 (II) 건축 / 지속 :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신권정치 (I) 정부 / 지속 : 당신의 국가에 있는 불가사의 카드 1장마다 공격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게임 종료
시 취소)
아리스토텔레스 (I) 위인 / 즉시 : 투자되지 않은 지식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아폴로 계획 (V)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과학 아이콘 1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앙코르 와트 (I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수확 아이콘 1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IV) 위인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지식 카드 1장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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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IV)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산업 아이콘 2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V) 건축 / 지속 : 과학 아이콘 4개를 제공합니다.
유스티아누스 1세 (II) 위인 / 즉시 : 투자되지 않은 지식 카드 혹은 건축 카드 혹은 정부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
져옵니다.
인공위성 (V) 과학 / 즉시 : 문명 덱 맨 위의 카드 1장을 가져옵니다.
인쇄술 (III) 과학 / 행동 : 투자되지 않은 지식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인터넷 (V)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과학 아이콘 4개를 제공합니다.
입헌군주제 (III) 정부 / 지속 : 산업 아이콘 3개를 제공합니다.
자본주의 (V) 정부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교역아이콘 1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전사 (A) 군사 /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상대 1명을 정해서 그에게서 자원 2개를 뺐어옵
니다.
전차 (IV) 군사 /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상대 1명을 정해서 그의 국가에 있는 불가사의 카
드 1장을 선택해서 제거합니다.
전투기 (IV) 군사 / 전체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국가의 지식 혹은 건축
그룹을 선택해서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합니다.
제련 (I) 과학 / 즉시 : 투자되지 않은 군사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제트 전투기 (V) 군사 / 전체 공격 : 방어 수치가 당신의 공격 수치보다 낮은 모든 플레이어들의 국가의 지식 혹은
건축 그룹을 선택해서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합니다.
존 레논 (V) 위인 / 즉시 : 당신의 군사 그룹 맨 위의 카드를 제거하거나, 존 레논 카드를 곧장 제거합니다. (만약 제
거할 군사 카드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존 레논 카드를 제거합니다)
종교 부족 (S) 정부 / 시작 : 기능 없음
중상주의 (III) 정부 / 지속 : 수확 아이콘 1개, 산업 아이콘 1개, 공격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증권 거래소 (IV) 건축 / 지속 : 과학 아이콘 2개와 산업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증기 동력 (III) 과학 / 즉시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산업 아이콘 1개마다 자원 1개씩을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징기스칸 (II) 위인 / 지속 : 당신이 공격 혹은 전체 공격을 할 때마다 (결과에 상관 없이) 자원 2개를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천문학 (II) 과학 / 즉시 : 문명 덱 맨 위의 카드 1장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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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I) 과학 / 행동 : 자원 3개를 공급처로 반납하고 투자되지 않은 지식 카드 1장을 시장에서 가져옵니다.
컴퓨터 (IV) 과학 / 즉시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지식 카드 1장마다 자원 2개씩을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코르도바 데 모스크 (I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정부 카드 1장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
다.
크리스토퍼 콜롬부스 (III) 위인 / 행동 : 이 카드를 제거하고 문명 덱 맨 위의 카드 1장을 가져옵니다.
타지 마할 (II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지식, 건축, 군사, 정부 카드 1세트마다 문화 아이콘 2개를
제공합니다.
피라미드 (A)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불가사의 카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항구 (III) 건축 / 지속 : 과학 아이콘 1개와 산업 아이콘 1개와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항해 부족 (S) 정부 / 시작 : 기능 없음
히메지 성 (III) 불가사의 / 게임 종료 : 당신의 국가에 있는 군사 카드마다 문화 아이콘 1개를 제공합니다.

플레이 테스트

Atlas Chen, Boy Lin, CaCa Chen, Chiao-Yu Cheng, Chinyi Lee, Chu-Lan Kan, Clark Lee, Clement Wang,
DaChun Lin, Eros Lin, Felix Yeh, Frank Liu, Godzlla, Hung Chien Chuan, Ikyo Kyo, Ilopca Alice, Jerry
Lee, Jhou Hong, Johnny Liu, Kai-li Hsueh, KAP, Kevin Chang, Kida Kida, Kuraki Mura, Kyle Huang, LinTzu-Chun(Jim Lin), Mark Li, Mike Yuan, Min-An Chan, Nachimu Lin, Po Jen, Po- jung Huang, Rachel
Chen, RD, Riccardo Cocchi, Robert Yang, Shadow, Shih Hong-Yee, Stacy, Szu-Wei Chen, Teferi Kuo,
Tsai Huei Chiang, Tsai-Jin-Ren (William Tsai), Vini Chen, Wang Po Chou, Wei Tzu Chiang, Wen Zhoen,
WuWu, Yang James, Yang Lionel, Yangtze Lue, Ying-Tan Liu, Yow Lian Chu, Yu Jie Yan, Yu-Chen Tseng,
七喜, 大砲,小豪, 吳俊澤, 周位昌, 杰克, 林明貴, 林煜庭, 阿飛, 阿格, 洪立, 迪魯, 徐風,
軒轅氏, 馬恭宏, 張智清, 陳佳琳, 陳冠霖, 硬客, 馮秋人, 黃宥舜, 楊宗樺,煜祺, 夏藍月,
蒼蠅, 譚裔繽, 蘇令杰

Special Thanks Beta_Bear, Chen Chih Fan, Chu-Lan Kao, GxAllen, Helge Landmesser, Jogkong,
Smoox Chen, Stefan Zlatintsis, Vincent van Doorn, Wu Po-yang
BoardM Special Thanks to 임동진, Michael Mindes, DTeam4

제작 : 보드엠 팩토리
제작 진행 유재혁, 고상현 AS 문의 help@boardm.co.kr
전화 070-7720-0145

BOARDM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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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코리아보드게임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10
전화: 031-965-7455
팩스: 031-965-7466
www.koreaboardgames.com
www.divedice.com
www.akongdako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