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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1 (리더 카드 5장, 군사적 이점 카드 2장, 기타 11장)
E1 E2 E3
성 베네틱트 (St. Benedict) 10 할인 [N] 필사본(Written Record), [E] 후원(Patronage)
디오니소스 익시구스 (Dionysus Exiguus) 20 할인 [N] 필사본(Written Record)
샤를르마뉴 (Charlemagne) 20 할인 [W] 애국심(Nationalism)
빈털터리 발터 (Walter the Penniless) 20 할인 [R] 동방진출(Overland East) 십자군 전쟁턴 중에는 30 할인
라시드 에드 딘 (Rashid ad Din) 10 할인 [N] 필사본(Written Record) [R] 동방진출(Overland East)
당신은 전쟁(War)을 포함한, 이 턴의 모든 동점인 공격에서 승리한다. 이 턴에는 공
대해 당신의 경쟁합계에 1을 더한다. 시대2에 등장하는 장궁(Long Bow)이나
갑옷 (Armor) 수양면에
화약(Gunpowder)에 의해 무효화된다. 만약 무효화되면, 갑옷(Armor)은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당신은 전쟁(War)을 포함한, 이 턴의 모든 동점인 공격에서 승리한다. 현재 갑옷
(Armor)을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턴에는 공수양면에 대
등자 (Stirrups) 해 당신의 경쟁합계에 1을 더한다. 장궁(Long Bow)이나 화약(Gunpowder)에 의해 무
효화된다. 만약 무효화되면, 등자(Stirrups)는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모든 플레이어는 비극 지수를 4칸 올린다. 그들의 지배하고 있는 곡물(Grain) 산지 하나
기근 (Famine) 당 1씩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진보된 농업(Improved Agriculture) 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피해를 하나 줄일 수 있다.
플레이어는 비극 지수를 4칸 올린다. 그들이 보유한 과학 진보 하나 당 1씩 피해
신비주의 만연 모든
를
경감할
있다. 모든 플레이어가 4개의 과학 진보를 획득하면 이 카드는 쓸모없는
(Mysticism Abounds) 비극 부담이수된다.
혁명 발발
(Revolutionary Uprising) 모든 플레이어는 보유한 상업 진보 하나 당 1씩 비극 지수를 올린다.
턴의 나머지 기간동안 신비주의 만연(Mysticism Abounds) 종교분쟁(Religious Strife)
명군
내란(Civil War) 혁명 발발(Revolutionary Uprising) 반란(Rebelion) 연금술사의 황
(Enlighted Ruler) 금(Alchemist's Gold)의 효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용한다. 이 카드는 이미 입
고있는 이들 효과를 무효화 할 수 없다.
모든 플레이어가 과학 종교 탐험 에 속하는 진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
교황 칙령 당신은
지할
수
있다. 같은 턴에 발생한 종교분쟁(Religious Strife)에 의해 무효화된다. 시대 3
(Pepal Decree) 에서 종교분쟁
이 일어나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지역 VI의 어느 한 곳에 당신의 ● 마커를 놓고, 그 영토에 있던 다른 마커들을 제거한
다. 비극 지수를 하나 올린다. 이 턴에 빈털터리 발터 (Walter the Penniless)가 사용되
십자군
(The Crusades) 면 이 카드는 빈털터리 발터의 할인을 증가시킨다. 시대 2나 3에서 몽골군(Mongol
Armies)에 의해 무효화되며,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당신이 선택한 플레이어는 쓰여진 현찰(Cash)의 절반을 은행에 내야한다. 페널티는 현
연금술사의 황금 재 가진 현찰을 넘을 수 없다. 후원(Patronage) 방어에 이미 사용된 현찰은 해당되지
(Alchemists Gold) 않는다. 물리법칙(Laws of Matter) 에 의해 무효화된다.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물리법
칙 을 갖고 있다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어떤 플레이어에게 전쟁을 선언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 하나를 굴린다. 애국심
(Nationalism) 과 군사적 이점들은 소유자의 주사위 굴림에 +1의 수정을 준다.
1칸 올리고, 낮은 쪽은 비극을 2칸 올린다. 수정된 주사위 굴림간의
전쟁 (War) 높차은이만쪽큼은패비극을
자는 승자에게 자신의 ●을 할양해야 한다.(패자의 선택), 동점이면 양측은
각기 비극을 1칸 올리고, 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카드 사용페이즈의 다음 라운드마
다 판정을 계속해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플레이어에게 내란이 일어난다. 그는 비극을 하나 올리고, 그의 수도에
내란 (Civil War) 있는 ●을 ■으로 바꿔야 한다. 그는 기록된 현찰(Cash)의 절반이나 토큰의 절반을 선
택해서 버려야 한다. 확장 페이즈가 시작될 때 그의 순서는 마지막이 된다.
반란 (Rebellion) 신대륙과 수도를 제외한 당신이 선택한 어느 한 영토의 ●을 ■으로 바꾼다.
해적/바이킹 해안 영토 하나를 선택하여 ●을 ■으로 바꾼다. 시대 2에서 사용되면 2개의 영토를,
(Pirates/Vikings) 시대 3에서 사용되면 3개의 영토를 ●에서 ■으로 바꾼다.

시대 2 (리더카드 8장, 군사적 이점 카드 2장, 기타 3장)
E2 E3
20할인,
몽골군(Mongol Armies) 등장 이후에는 40 할인
마르코 폴로 (Marco Polo)
[R] 동방진출(Overland East) [Y] 세계인(Cosmopolitan)
헨리 왕자 (Prince Henry)
20할인 [T] 원양항해술(Ocean Navigation) [X] 공공연구(Institutional Research)
리 구텐베르크 (Johann Gutenberg) 30할인 [O] 인쇄술(Printed Word)
윌리어 캑스턴 (Wiliam Caxton)
20할인 [O] 인쇄술(Printed Word)
아
이
븐
마지드
(I
b
n
Ma
j
id)
20할인 [T] 원양항해술(Ocean Navigation) [Y] 세계인(Cosmopolitan)
더
콜롬버스 (Christopher Columbus)
30할인 [T] 원양항해술(Ocean Navigation) [U] 신대륙(New World)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20할인 [O] 인쇄술(Printed Word) [Q] 르네상스(Renaissance)
코페르니쿠스 (Nicolaus Copernicus) 20할인 [A] 천문학(The Heaven)
[X] 공공연구(Institutional Research)
당신은
전쟁(War)을 포함한, 이 턴의 모든 동점인 공격에서 승리한다. 현재 화약(Gun
군
을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턴에는 공수양면에 대해 당
사 장궁 (Long Bow) powder)
신의
경쟁합계에
1을 더한다. 갑옷(Armor)과 등자(Stirrups)을 무효화하고 그것들을 사용
적
할 수 없는 비극 부담으로 만든다.
전쟁(War)을 포함한, 이 턴의 모든 동점인 공격에서 승리한다. 이 턴에는 공수양면
이 화약 (Gunpowder) 당신은
에
대해
당신의 경쟁합계에 1을 더한다. 갑옷(Armor)과 등자(Stirrups)을 무효화하고 그
점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으로 만든다.
플레이어는 보유한 종교 진보당 1개씩의 비극 지수를 올린다. 같은 턴에 사용되었다면
비 종교 분쟁 모든
교황칙령(Pepal Decree)을 무효화한다. 시대 3에 사용되면 교황칙령은 사용할 수 없는 비
극 (Religious Strife) 극 부담이 된다.
흑사병
선택한 한 지역에 흑사병(페스트)이 창궐한다. 그 지역의 모든 ■는 각자의 스톡으로 돌아간
(Black Death) 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의 ●마커를 ■으로 바꾼다.
은행에서 10을 받는다. 이후 마르코 폴로의 크레디트는 두배가 된다. 십자군(The
몽골군
(Mongol Armies) Crusades) 사건은 이후 사용할 수 없는 비극 부담이 된다.
시대 3 (리더카드 6장)
E3
20할인
[P]
예술(Master
Art)
[B]
인체(Human
Body)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Q] 르네상스(Renaissance)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Bartolome de Las Casas) 30할인 [Y] 세계인(Cosmopolitan)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Andreas Vesalius)
20할인 [B] 인체(Human Body)
[D] 계몽(Enlightenment)
갈릴레오 갈릴레이 (Galileo Galilei)
20할인 [A] 천문학(The Heaven) [Q] 르네상스(Renaissance)
아이작 뉴턴 (Sir Isaac Newton)
20할인 [C] 물리법칙(Laws of Matter) [D] 계몽(Enlightenment)
헨리 울덴부르크 (Henry Oldenburg)
30할인 [D] 계몽(Enlightenment)
자원카드 (1시대 11장, 2시대 9장 추가, 3시대 7장 추가)
E1 E2 E3
② 석재 (Stone) 1 4 9 16 25 36 49 64 81 100
③ 양모 (Wool) 2 8 18 32 50 72 98 128 162 200
④ 목재 (Timber) 3 12 27 48 75 108 147 192 243
⑤ 곡물 (Grain) 4 16 36 64 100 144 196 256 324 400
⑥ 직물 (Cloth) 5 20 45 80 125 180 245 320 405 500
직물 / 포도주
5
20 45 80 125 180 245 320 405 500
⑦ 포도주 (Wine) 5 20 45 80 125 180 245 320
⑧ 금속 (Metal) 6 24 54 96 150 216 294 384 486
⑨ 모피 (Fur)
7
28 63 112 175 252 343
ꊉꊒ 비단 (Silk)
8
32 72 128 200 288 392 512
ꊓꊉ 향신료 (Spice) 9 36 81 144 225 324 441 576 729
ꊉꊔ 금 (Gold) 10 40 90 160 250 360 490
금 / 상아
10 40 90 160 250 360 490
ꊉꊔ 상아 (Ivory) 10 40 90 160 250 360 490
이 AoR 카드 시트는 박길원(redbee@nownuri.net)에 의해 수정,제작 되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배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