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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Introduction)

사막의 로멜은 2차 세계 대전의 북 
아프리카 전장을 기반으로 한 두 명의 
플레이어를 위한 전략 게임이다. 한 명은 
연합국(영국과 연방) 군대를 지휘하고, 다른 
한 명은 추축국(독일과 이탈리아) 군대를 
지휘한다.

게임 시나리오에는 1941년과 1942년 
캠페인, 1940년 “Italian" 캠페인 및 몇 
가지 간단한 시나리오가 제공된다. 
1941-1942 캠페인은 또한 두 시나리오를 
합한 전체 캠페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월간 강화(증원과 보충 
보급)와 함께 플레이어 턴을 번갈아 가며 
플레이한다.

이 게임의 목적은 Tobruk과 그 주변을 
사수하거나, 이 지역이 다툼을 계속한다면 
군대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적 기지를 
점령하면 게임에서 즉시 승리한다.

맵 보드(The Mapboard)

맵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주로 일어난, 
Libya와 Egypt 지역을 나타낸다. 맵은 
위치와 이동을 결정하기 위한, 육각형 또는 
“헥스"들로 나뉘어져 있다.

협곡(Gaps)을 제외하고, 산맥과 늪지는 
이동할 수 없다. 산은 길이 표시된 경우 
이동할 수 있다. 요새 기호에는 항구 
수용력(Port Capacities)을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유닛(The Units)

나무 블록 유닛들은 연합군 여단, 독일 
연대/대대, 이탈리아 사단과 일부 복합 
지원 부대를 나타낸다.

유닛의 유형과 전투력을 나타내는 
접착라벨을 각 블록에 부착시킨다. 흑 
녹색(독일)과 밝은 녹색(이탈리아) 라벨은 
검은색 블록에, 황갈색(연합국) 라벨은 
붉은색 블록에 부착시킨다.

일반적으로 유닛은 소유자 쪽으로 
라벨이 보이도록 세워놓는다. 이것은 
플레이어가 상대방 유닛의 유형이나 힘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전쟁의 안개(fog of war)"를 제공한다.

유닛의 유형(armor, recon, 등등)은 
라벨의 가운데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유닛의 유형은 화력과 이동력을 결정한다.

유닛 주위에 표시된 큰 숫자는 유닛의 
전투력을 나타내며, 이를 전투력("Combat 
Value - CV")이라 한다. 유닛의 현재 
전투력은 세워 놓았을 때 위쪽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이다.

유닛은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시작 시, 
최대 전투력으로 시작을 하지만, 전투로 
인하여 감소할 수도 있고, 또한 다시 
회복(rebuilt)된다. 자신의 최하 CV이하로 
감소한 유닛은 게임에서 영구히 제거된다.

보급 카드(SUPPLY CARDS)

플레이어는 일정한 숫자의 보급 카드를 
갖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며, 매달 일정량의 
카드를 추가로 받게 된다. 2/3의 카드가 
“실제” 보급 카드이다; 나머지 1/3은 
"더미(dummy)"이다. 실제 보급 카드는 턴 
옵션(Turn Options)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정의된 조합의 이동과 전투를 "구매(Buy)" 
하기 위해 소비된다. 더미는 상대방에게 
의심 하게 하는 것 이외의 가치는 없다.

플레이 순서(SEQUENCE OF PLAY)

플레이의 한 달은 강화(Buildup), 
주도권(Initiative), 그리고 번갈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턴의 가변 횟수로 
구성된다.

강화 동안, 플레이어들은 기존 유닛을 
강력하게 재조정하고 새로운 유닛과 보급 
카드를 받는다.

이후 플레이어는 번갈아 플레이어 턴을 
시작하여, 일반적으로는 추축국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한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몇 장의 
보급 카드를 뒤집어 (속임수를 위해서 더미 
카드도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내려놓는 턴 
옵션을 선택한다. 그는 그 후에 하나 
이상의 이동과 전투 페이즈를 턴 옵션의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실행한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보급을 유지(보유)하기 
위해 패스(Pass)를 선택할 수 도 있다.

해당 달의 플레이어 턴의 횟수는 
유동적이다; 플레이어는 보급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계속 플레이할 수 있다. 양측 
플레이어 모두 패스를 하면, 해당 달의 
플레이는 종료되며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룰북 규칙
본 룰북은 오른쪽 단(이 열이다)에 정의, 
예시, 제안과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여, 
게임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게임의 진행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특별히 
대문자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진하게 
표시된 글자는 일반적으로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전장
맵은 Alexandria에서부터 El Agheila까지 
이르는 대략 5백 마일에 이르는 
북부아프리카를 표시하였다. 이들 지역은 
주로 바위와 해안 근처로 대단히 급격하게 
해수면 까지 깎아지는 듯한 (대략 300-500‘ 
높이의) 모래언덕들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해안에 대부분의 길과 정착지, 특히 
Benghazi, Tobruk, Bardia가 있다. 
Benghazi와 Derna(해발 2500’ 높이의 
Jebel el Akhdar)사이는 숲이 있고, 경작 
가능한 구릉지이다. 남부는 쓸모없는 
사막으로, 오아시스인 Jalo, Jarabub, 
Siwa를 제외하고는 물이 없다. 사막 동쪽 
경계는 Qattara Depression으로 수면보다 
아래의 염분늪지로 차량과 군이 통과할 수 
없다. Depression과 El Alamein의 바다 
사이의 좁은 협곡만이 Alexandria, 
Cairo와 Suez 운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러한 고립되고, 대단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극적인 사막의 작전이 
일어났었다.

맵 해석하기
테두리 및 지형은 약간의 예술적 허가로 
그려지지만 헥스 면들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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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맵(THE MAP)

추축국 측 플레이어는 맵의 남쪽 면에, 
연합국 플레이어는 맵의 북쪽에 앉는다.

1.1 헥스들(Hexes)
맵은 위치와 이동을 결정하기 위한, 

육각형 또는 “헥스들" 들로 나뉘어져 있다. 
헥스 면은 헥스들 간의 경계이다.

헥스들은 지역 내에 있는 마을이나 요새 
또는 방향과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맵에 
있는 나침도 참고). 예를 들어 “Msus E1"은 
Msus 동쪽의 한 헥스이다.
(예: 위치에서 6방향이 있다. 서쪽-W, 
북서쪽-NW, 북동쪽-NE, 동쪽-E, 
남동쪽-SE, 남서쪽-SW)

1.2 헥스 통제(Hex CONTROL)
Ÿ 아군 헥스는 아군 유닛들이 점령하고 

있는 헥스이다.
Ÿ 적 헥스는 적 유닛들이 점령하고 있는 

헥스이다.
Ÿ 빈 헥스는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다.
Ÿ 배틀 헥스는 양측이 동시에 점령하고 

있는 헥스이다.

배틀 헥스는 배틀이 시작될 때 점령하고 
있는 측이 통제한다(방어자).

1.3 적층(STACKING)
적층은 한 헥스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유닛의 수를 나타낸다. ROMMEL in the 
Desert는 한 헥스에 유닛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수의 제한은 없다.

1.4 지형(TERRAIN)
지형은 헥스가 아닌 헥스 면에만 

적용된다. 헥스의 지형 자체로는 게임에 
영향이 없으며 헥스면의 지형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협곡이나 길이 표시되지 않은, 거친 
지형은 통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유닛의 
전투 참가는 제한적이다(7.1 참고). 맵 내의 
거친 지형은 다음과 같다.
l 산 (Jebel el Akhdar)
l 능선, 그리고
l [염분] 늪지

모든 헥스 면은 평지(clear terrain)이다. 
해안 헥스들의 육지부분만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1.5 도로(ROADS)
맵에는 고속도로(highway), 소로(track), 

오소길(trail), 세 가지 ‘등급’의 길이 있다.

유닛은 (지형에 상관없이) 길을 따라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가 
가장 빠르고, 소로, 오솔길의 순서이다.

보급선(12.2 참고) 또한 도로를 따라 
보다 쉽게 형성된다.

1.6 기지(BASES)
각 플레이어는 각자 한 개의 기지를 

갖고 있다. 추축국은 맵 서쪽( )의 El 
Agheila 부근이며, 연합국은 맵의 
동쪽( )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유닛들(증원)은 기지에 도착하게 
되며, 피해를 받은 유닛도 여기서 수리한다. 
기지는 양측의 주 보급원이며 바다 
배치전환(Sea redeployment)을 할 수 있는 
항구이다.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의 기지를 잃게 
되면 즉시 패배하기 때문에, 방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7 요새(FORTRESSES)
Benghazi(벵가지), Tobruk(투브루크)와 

Bardia(바디아)는 요새이다. 요새는 방어 
유닛에 대하여 컴뱃 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기지에서 멀어진 일부 
유닛에 대하여 제한적인 보급을 할 수 
있다.

요새는 또한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며, 
표시된 숫자는 바다 배치전환을 결정하며, 
독립적인 보급능력을 나타내는, 항구 
도시이다.

상대 요새를 점령하면 플레이어는 
“보너스” 보급 카드를 다음 강화 때 받게 
된다.

자세한 것은 13.0 참고.

1.8 오아시스(OASES)
Jalo, Siwa와 Jarabub는 오아시스이다. 

오아시스는 자동으로 그 헥스 내 한 개의 
유닛에 대한 보급을 할 수 있다(보급선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

이 오아시스가 맵에 표현 될 수 있도록 
Siwa와 Jalo 근처의 헥스 왜곡에 주목하라. 
이 왜곡된 모양의 헥스는 일반적인 헥스로 
취급한다.

헥스면 통제
전투 시 헥스면의 통제는 플레이에 역시 
중요하다(즉 배틀지역으로의 보급선의 
수립과 이들로 부터의 패주 이동이 허락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8.1 참고.

지형 형태

산(MOUNTAIN)
길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다.
헥스면 제한: 1

능선(RIDGE)
지나갈 수 없다.

협곡(GAP/PASS)
헥스면 제한: 1

늪지(MARSH)
지나갈 수 없음

평지(CLEAR)
헥스면 제한: 2

기지(BASE)

요새(FORTRESS)

오아시스(OASIS)

마을(TOWN)

고속도로(HIGHWAY)

소로(TRACK)

오솔길(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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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YMBOLS Center Color
AU Australian Red
IN Indian Green
NZ New Zealand Light Blue
SA South African Orange
FF Free French Dark Blue
Pol Polish Red borders
H Highland
Tob Tobruk
AT Army Tank
G Guards
m Motor
SG Support Group

출현하는 달
S 1941년 시나리오 또는 캠페인을 시작.
T Tobruk에서 1941년 시나리오 또는 캠페인을 시작.
M Malta 그룹 (1942년 시나리오를 보라).

UNIT TYPES CHART
Speed Armor 

CLASS
Infantry 
CLASS

ANTITANK 
CLASS

ARTILLERY 
CLASS

Recon 4 Recon

Mechanized 3 ARMOR MECH. INF. MOB. A/T SELF PROP.ARTY

Motorized 2 MOT. INF. MOB. A/T

Unmotorized 1 INFANTRY PARA ARTILLERY

2.0 유닛들(UNITS)
색깔이 있는 나무 조각은 게임에 사용되는 
조각이거나 유닛이다. 유닛의 유형과 
전투력을 나타내는 접착 라벨을 각 블록에 
부착시킨다. 몇몇 잘못 붙여진 것이나 
파손된 블록은 배틀 마커로 사용하라. 
심각한 파손에 대비하여 몇 개의 추가 
블록이 포함되어 있다.

2.1 국가(NATIONALITY)
독일 유닛은 흑녹색 라벨의 검은색 
블록이다. 이탈리아는 밝은 녹색의 검은색 
블록이다.

연합국 유닛은 황갈색 라벨의 붉은색 
블록이다. 중앙의 색은 연방 군대를 
나타낸다.

2.2 유닛 유형(UNIT TYPE)
유닛의 유형은 라벨의 중앙에 그려진 
기호로 나타낸다.

유닛은 네 가지 종류(armor/infantry/ 
antitank/artillery)와 속도(1-4 헥스) 중의 
한 개로 구분 된다. 각 유닛 유형은 종류와 
속도의 조합이다. 유닛 유형 표(Unit Types 
Chart) 참고.

유닛 유형이 주어진 모든 유닛은 동일한 
속도와 화력을 갖기에, 라벨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2.3 전투력-combat VALUE (CV)
유닛 기호를 둘러싸고 있는 큰 숫자는 

전투력("CV")이라 부르는, 유닛의 
전투력(Strength)을 나타낸다.

유닛은 1CV(정예 유닛은 2CV)의 
스텝(step)으로 전투력을 얻거나 잃는다. 
유닛의 현재 CV는 똑 바로 새워 놓았을 때 
가장 위에 보이는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유닛은 최대 전투력으로 
시나리오를 시작하며, 컴뱃으로 감소되지만 
다시 수리할 수 있다. 손실과 수리는 
새로운 CV등급이 가장 윗면으로 오도록 
블록을 손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자신의 
최하 CV 미만으로 떨어진 블록은 게임에서 
제거되며, 다시 수리할 수 없다.

2.4 정예 유닛들(Elite UNITS)
모든 독일 유닛(이탈리아 유닛 제외)과 몇 
몇 연합국 탱크 유닛은 정예로서 스텝 당 
1이 아닌 2 CV를 갖는다.

정예 유닛의 한 스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명중(Hit)이 필요하다.

Recon(정찰대)
약하지만, light tank와 
(몇몇은 light cannon이 
장착된) 무장차량으로 
구성된 고속의 유닛.

Armor(기갑 부대)
강력한 타격 공격력을 

가진 탱크.

Mechanized Infantry
(기계화 보병대)
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무장된 개인 차량 

(APCs)으로 편성된 보병.

Motorized Infantry
(동력화 보병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트럭으로 이동하지만, 적과 
교전시 도보로 접근하는 
Infantry.

Unmotorized Infantry/ 
Paratroopers
(무동력 보병대/낙하산부대)
전쟁의 신속한 이동에 별 
소용이 없는 Infantry.

Mobile Anti-tank
(이동 대전차 무기)
자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전차 총.

Motorized Anti-tank
(동력 대전차 무기)
트럭 등에 의해서만 이
동이 가능한 대전차 총.

Self Propelled Artillery
(자기 추진포대)
탱크 등에 탑제 되어, 
우수한 이동성의 포.

Artillery(포대)
이동시 트럭 등에 의하여 
이동하지만, 크기와 중량 
때문에 상당히 느린 일반 
Artillery.

배틀 마커
배틀 헥스에 방어자 색상의 
배틀 마커와 배틀 대형(array)에 
공격자 색상의 배틀 마커를 
놓는다.

출현하는 달

사단 여단 혹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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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플레이 순서(SEQUENCE OF 
PLAY)

해당 시나리오(18.0)에 따라 유닛을 
배치하고 보급 카드를 나눠 가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3.1 게임 월(GAME MONTH)
플레이어는 해당 월에 강화, 주도권과 

가변 횟수의 교대 플레이어 턴을 갖는다. 
해당 월의 플레이는 양측 플레이어 모두 
패스(4.5)를 하면 종료된다.

3.2 강화(BUILDUP)
각각의 월은 각 플레이어의 강화 

페이즈로 시작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월이 시작한 후에 강화를 할 수 있다). 
16.0 참고.

3.3 주도권(INITIATIVE)
일반적으로 추축군은 해당 월에 첫 

플레이어 턴을 갖는다. 

주도권 도전(Initiative Challenge): 
연합국 플레이어는 보급 카드를 보이지 않게 
플레이(실제 또는 더미) 하는 것으로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축국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혹은 안 
해도 된다).

만약 연합국 카드가 실제카드이고 
추축국이 그에 대응하는 카드가 없다면, 
연합국 측이 주도권을 빼앗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축국이 주도권을 유지한다.

주도권 도전에 사용된 보급 카드는 
결과에 상관없이 버려진다.

중요한 점: 모든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월에는 
도전을 할 수 없다. Crusader 시니라오는 
연합국측이 먼저 플레이어 턴을 가지는 
것에 주의하라.

3.4 플레이어 턴(PLAYER TURNS)
각 플레이어 턴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페이즈이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을 하는 플레이어이며, 상대방은 
패시브 플레이어이다.

3.41 초기 보급 확인(INITIAL 
SUPPLY CHECK)

활성화 플레이어는 모든 아군 유닛의 
보급상황을 확인한 후 12.7에 따라 혼란 
상태인 유닛을 복구한다.

3.42 선택적 턴 선택(SELECT TURN 
OPTION)

선택적 턴(4.0)은 정의된 수의 실제 보급 
카드를 소모하는 이동과 컴뱃 페이즈의 
조합이다.

각 플레이어 턴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필요한 수의 실제 보급 카드를 상대방에게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내려놓아 턴 옵션을 
선택한다(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추가의 더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43 이동(MOVEMENT)
이동 페이즈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그룹(5.1) 또는 재편성(5.2)을 만들어 선택된 턴 
옵션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 강제 
행군(6.4)은 모든 다른 이동이 완료된 후 
실행한다.

배틀 거부(Refusing Battle): 
공격(새로운 배틀)이 발생하면, 패시브 
플레이어는 배틀 거부(10.2)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이동(강제 행군과 배틀 거부를 
포함한)은 컴뱃 페이즈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3.44 컴뱃(Combat)
컴뱃 페이즈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한 개 

또는 모든 현재 배틀에서 한 번의 컴뱃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다.

배틀(8.0)과 컴뱃(9.0) 참고.

3.45 전격 이동(BLITZ MOVEMENT)
전격 턴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이동과 컴뱃 페이즈에 이어서 
이동과 컴뱃 페이즈의 두 번째 한 쌍을 
가진다(그러나 한 유닛은 한 턴에 두 번 
이동할 수 없다).

모든 전격 이동은 전격 컴뱃이 일어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46 전격 컴뱃(BLITZ Combat)
전격 턴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전격 이동 

뒤에 추가의 컴뱃 페이즈를 갖는다. 한 유닛은 
두 번의 컴뱃 페이즈에서 사격할 수 있다.

3.47 마지막 보급 확인(FINAL SUPPLY 
CHECK)

활성화 플레이어의 보급 상태와 혼란 상태를 
12.7에 따라 확인한다.

3.48 보급 공개(SUPPLY REVEALED)
활성화 플레이어는 사용된 자신의 보급 

카드를 공개한다. 플레이한 모든 카드는 버린다.

BUILDUP SEQUENCE
Advance Month
Buildup Supply Check
BP Determination
First Player Buildup

Reinforcements
BP Expenditure

Replacements & Redeployments
Minefield Construction
Allocate(배분) BPs for Extra Supply

Resupply (draw all cards at once)
Monthly Resupply
Extra Supply (allocated above)
Bonus Supply (Fortress Capture)

Second Player Buildup
(repeat player 1 procedure)

PLAYER-TURN SEQUENCE
Initial Supply Check

Determine Unit Supply
Disruption Recovery

Turn Option Selection
Supply Commitment (hidden)

Movement
Group/Regroup Move(s) [R*]
Retreats (Full and Partial)

Probe Combat (if Partial)
Pursuit Fire (Retreating units)
Move/Disrupt Retreating Units [R*]

Forced Marches
Refuse Battle (Passive Player)

Pursuit Fire
Withdrawal [R*]

Combat (not Pass Turn)
Active Battle

Defensive Fire [R*]
Offensive Fire [R*]

Blitz Movement (Blitz Turn) 
(as Movement)

Blitz Combat (Blitz Turn)
(as Combat)

Final Supply Check
Disrupt Unsupplied units [R*]

Supply Cards Revealed

[R*] ROUT POSSIBLE (Interrupts Play)
Rout Attrition
Pursuit Fire
Withdrawal Move
Continue Play

전격 이동과 컴뱃
이들 페이즈는 전격 턴에서만 발생한다.

한 유닛은 전격 턴에 두 번의 이동 
페이즈에서 이동할 수는 없지만, 두 번의 
컴뱃 페이즈에서 사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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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선택적 턴(TURN OPTIONS)

각 플레이어 턴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비밀리에 다음의 선택적 턴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한다(더미 보급 카드로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된 각 선택적 턴에서 한 
이동은 이동 페이즈에서 한 그룹 또는 
재편성 이동을 의미한다.; 컴뱃 라운드는 
컴뱃 페이즈 동안 어떤 또는 모든 배틀에서 
컴뱃을 시작하는 선택임을 의미한다.

4.1 기본 턴(The Basic Turn)
기본 턴은 한 장(1)의 실제 보급 카드를 

사용하며 플레이어가 한 번의 이동과 한 
번의 컴뱃 라운드를 할 수 있다.

4.2 공격 턴(The Offensive Turn)

공격 턴은 두 장(2)의 실제 보급 카드를 
사용하며, 활성화 플레이어가  (같은 이동 
페이즈 동안에) 두 번의 이동과 한 번의 
컴뱃 라운드를 할 수 있다. 유닛은 턴에 
오직 한 번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3 습격 턴(The Assault Turn)
습격 턴 또한 두 장(2)의 실제 보급 

카드를 사용한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한 
번의 이동과 습격 컴뱃 라운드를 갖는다.

습격 컴뱃 라운드에 활성화 플레이어는 
양측의 유닛들이 사격에 두 배의 
주사위(9.21 확인)를 사용하는 습격으로 
어떤 혹은 모든 현재 배틀에 지정하기 위한 
선택을 가진다. 다른 배틀은 활성화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 수행 혹은 
전혀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4.4 전격 턴(The Blitz Turn)

전격전 턴은 세 장(3)의 실제 보급 
카드를 사용한다. 전격전 턴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두 번의 기본 턴을 연속적으로 
갖는다(유닛이 연속 두 번 움직이는 것은 
제외한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정상적인 이동과 
컴뱃 페이즈에 한 번의 이동과 컴뱃 
라운드를 실행한 후, 전격 이동과 전격 
컴뱃에서 두 번째 (다른 유닛에 대한) 
이동과 컴뱃 라운드를 가진다. 유닛은 
정상적인 컴뱃 라운드와 전격 턴의 컴뱃 
페이즈에서 두 번 사격을 할 수 있다.

헥스면 제한(7.1)은 전격 이동 
페이즈에서 재설정되며 추가 유닛은 이미 
초기 이동 페이즈에서 통과 한 칸을 통해 
한 배틀 헥스에 진입 할 수 있다.

4.5 패스 턴(Pass Turn)
패스 턴은 보급 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벤트를 기다리는 동안 보급을 
절약할 수 있다.

패스 턴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필요한 
경우, 한 번의 철수 이동(5.3)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동이나 전투는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양측 모두 패스를 선택 한 경우 
현재의 월은 종료된다.

더미 보급 카드

실제 보급 카드

선택적 턴
기본 MC

공격 MMC

습격 MC*

전격 MC + MC

비용 없음 패스 (W)
M = 이동 페이즈 C = 컴뱃 페이즈
* 어떤/모든 배틀에서 습격할 수 있다.
(W) = 선택적으로 철수 이동 1

선택적 턴 속임수
활성화 플레이어는 기본 턴에 한 장의 실제 
보급 카드로 상대에게 습격 턴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시키기 위해 더미 보급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패시브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두 번 굴려서 발생되는 피해를 
받는 것보다 배틀 거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이도록 할 수 도 있다.

두 장의 보급 카드를 투입:
습격 혹은 공격 턴?
2 장의 실제 보급이 선택적 턴에 
투입되었을 때, 활성화 플레이어는 중간 
턴에서 자신의 선택적 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화 플레이어가 공격 턴을 
선택하였다면, 그는 이동 페이즈에서 두 
개의 그룹 또는 재편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결정(예를 들어 배틀 
거부 같은)하기 전에 공격 턴을 선택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2장의 실제 보급 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이동 페이즈에 2개의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습격 턴을 선택한 
것이다.

습격 턴
습격 턴에서 양측이 두 번의 주사위를 
굴리는 것은, 마치 활성화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비록 
많은 손실을 입더라도) 전장에서 신속하게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때때로 중요할 수 
있다.

패스 턴
플레이어 턴에 패스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다음 차례에 여러 가지 선택적 턴을 선택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계속 패스를 선택하는 
동안, 상대방이 계속 다른 선택적 턴을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그가 사용 가능한 
보급카드를 제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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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그룹 이동(Group Movement)

그룹은 한 헥스 안에 있는 모든 아군 
유닛으로 구성된다. 그룹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한 헥스 안에 원하는 개수만큼 
머물 수 있다.

플레이어 턴에 진행되는 모든 이동은 
그룹 이동을 말한다. 이동은 한 개의 특정 
그룹의 이동을 의미한다(기존 그룹을 
분산하거나 새로운 하나로 군대를 모으는). 
선택된 선택적 턴(4.0)에 따라,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턴 당 한 개 또는 두 개의 이동을 
가질 수 있다.

이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룹(Group)이동과 재편성(Regroup)이동 

그룹이 이동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유닛의 이동력(6.0)에 따른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한 헥스면 (7.1)을 통해 배틀 헥스에 
진입 할 수 있는 유닛의 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헥스면 제한은 
없다.

5.1 그룹 이동하기(The Group Move)
그룹 이동에서, 한 헥스에서 어떤 또는 

모든 유닛은 하나 이상의 목적지 헥스로 
이동할 수 있다. 함께 이동을 시작하는 
유닛은 그룹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위치로 분산 될 수 있다.

그룹 이동을 하려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원하는 그룹을 표시 한 다음, 각 유닛의 
이동 속도를 관찰하면서 유닛을 개별적으로 
하나 이상의 헥스로 이동시킨다.

5.2 재편성 이동(The Regroup Move)
재편성 이동 시, 선택된 지휘 지점 

(command Point) 헥스(개입 지형과 
상관없이)에 인접한 어떤 또는 모든 유닛이 
동일한 목적지로 이동하여, 하나의 새로운 
그룹으로 결합한다.

지휘 지점은 아군, 빈, 또는 배틀 헥스가 
가능하지만, 적 헥스는 안 된다. 목적지는 
아군 헥스, 적 헥스, 빈 헥스와 배틀이 
일어난 헥스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재편성 
이동은  퇴각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능하다).

재편성 이동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지휘 지점과 목적지를 지정한 
후, 재편성되는 유닛들을 개별적으로 
이동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개별 유닛들의 이동 
속도를 관찰해야한다. 재편성 그룹의 목표 
헥스에 도달할 수 없는 유닛은 전혀 이동할 
수 없다.

재편성 이동
유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지휘 
지점부터가 아닌, 최초 위치에서부터 
측정한다.

재편성 강제 행군
(Regrouping Forced Marches)
유닛들은 재편성 목적지 까지 강제 
행군(Forced March)(6.4)을 시도할 수 
있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초기 시작 
위치에서 혼란 상태가 된다.

재편성 예
헥스 [1],[2]와 [3]에 있는, 다섯 개의 연합국 
유닛들이 헥스[C]를 지휘 지점으로 지정하여, 
헥스[D]로 재편성된다. 헥스[3]에 있는 artillery 
유닛은 [D]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재편성 되지 
못한다. 헥스[4]의 유닛들은 지휘 지점인 [C]에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재편성 이동에 포함되지 
못한다.

목적지지휘 지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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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철수 이동(Withdrawal Moves)
철수 이동은 보급 카드의 사용 없이 

진행되는, 엄격히 제한된 그룹/재편성 
이동의 일종이다. 철수는 각 유닛들이 
자신의 보급선을 따라 퇴각하는 이동이다.

철수 이동은 보급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이동유형이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l 패스 턴에 한 번의 철수 이동이 

가능하다.
l 철수 이동은 패시브 플레이어가 배틀 

거부로 퇴각시키는 경우에 가능하다.
l 패주한 그룹을 퇴각 시키는 경우 

가능하다.(11.3)

그룹 또는 재편성 이동이 철수 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각 이동유닛은 철수 이동 시, 유효한 
보급선(12.2)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각 유닛은 자신의 보급선 중 한 
개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입하는 
각 헥스의 보급선이 짧아져야 한다.

3) 아군 보급망(12.6)은 최소 한 개 
헥스로 감소되어야 한다.

4) 유닛은 보급 원(헥스 단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

예외: Bardia-Ft. Capuzzo 옆단 참고.

철수하는 유닛은 상대 유닛이 
혼란상태가 아닌 경우 교전할 수 없다.

혼란된 적 유닛들을 포함하는 헥스들 
안으로/통과하는 철수
퇴각하는 것이 아닌 철수하는 유닛들은 
패주 적 유닛들과 교전할 수 있다. 

퇴각에 의하여 철수하는 유닛은 (자체가 
혼란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 혼란상태의 
상대 유닛을 서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이 지나갈 수(또는 한 헥스 내에 
같이 머물 수) 있다. 만약 혼란상태의 양측 
유닛이 같은 헥스에 있다면, 먼저 회복되는 
그룹이 다른 그룹을 패주시킬 것이다.

요새 보급 안으로 철수
요새보급을 받는 유닛(13.3)은 요새까지 
연결된 보급선을 따라 철수할 수 있다. 
유닛은 이론적으로 요새까지 보급을 추적할 
수 있지만, 요새까지 연결되지 못하면 
보급을 받을 수 없다.

철수를 위한 보급선
철수 이동에 사용되는 보급선은 철수하는 
순간에만 정의한다.

Bardia-Ft Capuzzo 철수
해안 고속도로는 Bardia/Ft. Capuzzo에서 
약간 꺾여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축국 플레이어는 이들 두 
헥스를 아군 기지로부터 동일 거리로 
간주할 수 있다. 추축국 기지 쪽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철수는 진입한 헥스가 
기지로부터 보다 더 멀다고 하더라도, 
(오직) 이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Withdrawal Example
추축국 recon 유닛이 Mechili에 다른 두 유닛은 Msus 와 Charruba에서 

고속도로까지 보급선을 형성하고 있다 (Benghazi는 우호적). Tobruk의 서쪽에는 
연합국 유닛이 없다.
Mechili에 있는 유닛은 고속도로까지 8개의 유효한 보급선을 갖고있다.

1) Mechili-Msus-Agedabia
2) Mechili-Msus-Beda Fomm
3) Mechili-Msus-Ghemines
4) Mechili-Charruba-Er Rejima

5) Mechili-Msus-Er Rejima
6) Mechili-Derna
7) Mechili-Gazala
8) Mechili-Bir Harmat

recon 유닛은 1-4까지의 경로 중 한 개로 철수할 수 있다 (모두 기지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지 않았다). 다른 4개 보급선은 기지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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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닛 이동(Unit Movement)
개별 유닛이 이동할 수 있는 헥스의 

수가 이동속도이다.

유닛은 아군 또는 비점령 헥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교전상태가 
되면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예를 들어 적 
유닛들이 있는 헥스로 진입하는).

유닛들은 플레이어 턴 동안(패주는 제외) 
한 번을 초과하여 절대로 이동할 수 없다.

6.1 유닛 속도(Unit Speed)
모든 유닛의 기본적인 이동속도는 UNIT 

SPEED TABLE(옆단 참고)에 표시되어 
있다. 유닛은1-4 헥스를 (유닛의 속도에 
따라)이동하며, 이동 보너스가 추가될 수 
있다.

6.2 도로 보너스(Road Bonuses)
도로는 고속도로, 소로, 오솔길로 

나뉜다. 유닛이 전적으로 도로를 따라서만 
이동한 경우 이동 보너스를 받는다.

Ÿ 고속도로 +4 헥스
Ÿ 소로 +2 헥스
Ÿ 오솔길 +1 헥스
도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유닛은 

시작과 이동시 그리고 이동을 멈추었을 때 
같은 유형의 도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두 
가지 종류의 도로를 이용한 경우, 이동 
보너스가 적은 쪽이 적용된다.

6.3 롬멜 보너스(ROMMEL Bonuses)
매번 추축국 플레이어 턴 동안(1940년을 

제외한), 추축국 플레이어는 한 그룹 또는 
재편성 이동을 ROMMEL 이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이동에 포함된 모든 유닛은 
+1 헥스의 이동 보너스를 받는다(적용가능한 
도로 보너스에 추가로 적용된다).

6.4 강제 행군(Forced Marches)
활성화 플레이어는 혼란상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유닛을 자신들의 
기본적인 최대 이동거리보다 한 헥스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 (11.0)

모든 이동이 끝난 후, 활성화 플레이어는 
시도 하려는 모든 강제 행군을 (유닛과 
방향을) 선언하여, 각각 한 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주사위 값이 4,5,6이 나오면, 시도가 
성공하여 유닛은 추가 이동을 한다. 주사위 
값이 1,2,3이면, 시도는 실패하며 유닛은 
(그룹 이동인 경우, 현재 있는 헥스에서, 
재편성 이동인 경우는 최초이동 헥스에서) 
혼란상태가 된다.

7.0 교전(Engagement)
적 유닛들을 포함하는 헥스로 이동하면 

교전상태가 된다.

오직 적 유닛을 포함하는 헥스로 
진입하는 것이(교전상태 뿐만 아니라) 
공격이다. 8.2 참고.

7.1 헥스면 제한(Hexside Limits)
단일 이동 페이즈에서 같은 헥스 면을 

통과하여 적군과 교전할 수 있는 아군 
유닛의 수에는 제한이 있다.

평지 헥스 면은 이동 페이즈 당 제한은 
2개 유닛이다. (즉, 3 개의 평지 헥스 면을 
통해서 6개의 유닛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

산을 통과하는 협곡 헥스 면과 도로의 
경우, 이동 페이즈 당 제한은 1개 유닛이다.

기억할 것: 유닛은 도로가 있는 산 헥스 
면과 협곡을 통한 능선/늪을 가로지를 
수 있다.

전격 이동에서, 헥스면 제한은 
재설정된다.; 이미 이용된 헥스 면을 통하여 
추가로 유닛이 교전할 수 있다.

7.2 이탈(DISENGAGEMENT)
적 유닛들을 포함하는 한 헥스에서 떠나는 

것은(강화하는 동안은 제외. 16.51 참고) 
이탈이다. 유닛은 아군 헥스면(8.1)로만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한 유닛은 항상 혼란 
상태가 된다(11.0). 이탈 시, 헥스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탈 유닛이 배틀 헥스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블록을 세워놓은 후, 이동을 마치면 
블록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는다(혼란표시). 이 플레이어 턴에는 다시 
교전상태가 될 수 없다.

한 헥스에서 모든 유닛이 이탈한다면, 
이것을 총퇴각(Full Retreat)이라 
한다(10.3). 만약 일부의 유닛만이 이탈을 
하는 경우를 부분 퇴각이라 한다(10.4).

7.3 유닛 공개(Revealing Units)
배틀 안으로 들어가 교전상태가 되는 

유닛은 이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일단 공개되면, 배틀이 
끝나거나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보인 채로 
남아 있다.

유닛 속도

RECON
4

ARMOR  MOB.A/T

MECH. INF  SELF PROP.ARTY

3

MOT.INF.  MOT.A/T
2

INFANTRY PARA  ARILLERY
1

도로 보너스 예시
Recon 유닛(속도 4)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8 
헥스, 소로를 따라 6 헥스, 오솔길을 따라서 5 
헥스까지 이동할 수 있다.

소로와 오솔길의 조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최대 5 헥스까지 이동할 수 있다. 도로 
보너스는 (퇴각과 배치전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이동에 적용된다.

롬멜 보너스
롬멜 보너스는 이동 혹은 전격 이동 중에 
활성화 추축국 플레이어만 사용할 수 
있다.(양측이 아니다) 

강화 시에 재배치 혹은 패주 혹은 배틀 
거부를 위한 철수 이동에 대해 패시브 
플레이어인 추축국은 사용할 수 없다.

재편성 강제 행군
유닛들은 재편성 이동의 도착지까지 강제 
행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최초 이동시작지점에서 혼란 
상태로 남게 된다(도착 헥스까지 재편성 할 수 
없는 유닛들은 아예 이동할 수 없다).

배틀에 참여하는 강제 행군
플레이어들은 헥스면 제한을 초과하여 
교전에 참여하는 강제 행군을 시도할 수 
없다(일부 유닛들이 도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 함).

퇴각 강제 행군
강제 행군으로 퇴각 시 실패한 유닛은 이탈 
유닛에게 항상 일어나는 혼란 상태에 
추가로 한 스텝이 감소한다.

퇴각 vs. 이탈
유닛들은 이탈; 그룹은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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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배틀(Battles)
배틀은 컴뱃이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유닛들을 포함하는 한 헥스이다.

배틀은 즉시 해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배틀은 어느 한쪽이 퇴각[10.0] 하거나, 
제거될 때까지 지속된다. 배틀은 여러 
플레이어 턴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몇몇 
경우는 몇 개월간 지속되기도 한다.

8.1 배틀 헥스면(Battle Hexsides)
한 배틀 헥스의 각 헥스 면을 배틀 헥스 

면이라 한다. 배틀 헥스 면의 통제는 배틀 
밖으로 패주하는 이탈과 배틀 안으로의 
보급선을 결정한다.

배틀 헥스 면은 유닛들이 마지막으로 
참여 한 측에 우호적이다(그리고, 이 효과는 
즉시 적용된다.).

양측이 모두 이용하지 않은 헥스 면은 
방어자에게 우호적이다(8.3).

8.2 공격(Attacks)
(오직 적 유닛들만 있는) 적 헥스로 

유닛을 이동하는 것을 공격이라 한다. 
배틀이 진행 중인 헥스에 유닛을 추가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다.

패시브 플레이어는 공격에 대하여, 
배틀을 할 것인지, 배틀 거부(8.4)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배틀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턴에서의 컴뱃은 
의무적이다.(8.5)

혼란 상태가 아닌 방어하는 아군 유닛들 
없이 현재 공격받은 혼란 상태의 유닛들은  
패주된다(11.3).

8.3 공격자와 방어자
    (Attacker & Defender)

배틀을 시작한 플레이어가 끝날 때까지, 
공격자라 한다. 다른 플레이어가 방어자다. 
이 차이는 보급 목적에 대해 방어자가 배틀 
헥스의 통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8.4 배틀 거부(Refusing Battle)
(강제 행군을 포함한) 모든 적의 이동이 

완료되는 즉시, 패시브 플레이어는 컴뱃을 
거부할 것인지 공격받은 그룹을 철수이동을 
사용하여, 퇴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10.2)

컴뱃 거부 선택은 이동을 시작 했을 때 
이미 전투에 교전상태인 그룹은 해당되지 
않는다.

8.5 배틀 대형(Battle Array)
만약 배틀이 받아들여진다면, 방어자 측 

색깔의 배틀 마커를 그 헥스에 표시해놓고 그 
유닛을 보다 편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작은 배틀은 헥스 내에서 싸울 수 있다.

그 다음 플레이어들은 배틀 라인 반대쪽에 
자신의 유닛을 배치한다(공격자 측 색깔의 배틀 
마커를 같은 색 블록 주위에 놓는다).

플레이어는 이제 서로의 유닛을, 손가락으로 
상대방 유닛 쪽을 향해 밀어서, 현재의 CV가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여, 공개한다.

8.6 배틀 활성화(Active Battles)
컴뱃 페이즈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어떤 

또는 모든 현재의 배틀에 대해 컴뱃을 
수행할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컴뱃을 
선택한 배틀을 배틀 활성화라 한다.

의무적인 컴뱃: 아래 두 가지 경우, 컴뱃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전투는 해당 컴뱃 
페이즈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Ÿ 새로운 배틀: 새로운 컴뱃의 최초 컴뱃 

페이즈인 경우 컴뱃은 진행되어야 한다.
Ÿ 요새 배틀: 공격자(방어자는 해당 없음)는 

요새 헥스에서(전격 컴뱃을 제외하고) 
교전인 경우, 매 컴뱃 라운드마다 컴뱃을 
수행하여야 한다.
배틀 활성화 선택 : 컴뱃이 시작되기 

전에, 활성화 플레이어는 배틀 라인을 서로 
가깝게 이동시키는 것으로 컴뱃이 일어날 
모든 배틀을 표시해야하며, 남아 있는 다른 
배틀 라인은 더 멀리 분리시켜야한다.

습격 배틀 선택 : 습격 턴에, 선택된 배틀은 
습격 컴뱃으로 싸우게 된다. (Assault Battles). 
습격 배틀시, (공격자와 방어자) 모든 유닛은 
주사위를 두 번 사용하여 공격한다. (9.21).

전투 시작 전에, 활성화 플레이어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유닛을 방어하는 라인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미리 습격 컴뱃을 표시하여야 
한다.

배틀 거부: 그룹에서 혼란된 유닛들
혼란상태의 유닛이 포함된 그룹이 배틀을 
포기하는 경우, 혼란상태의 유닛은 물론, 철수할 
수 없으며 패주 이외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첫 번째, 혼란상태가 아닌 유닛이 추격 사격을 
받은 후, 그룹 철수 이동을 진행한다. 
혼란상태의 유닛은 비보호 상태이며 따라서 
패주하고, 추격 사격과 패주 감소를 
받는다(가능하다면, 사격하지 않은 추격 
유닛으로).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분리된 그룹으로 철수 할 수 있다.

배틀 거부: 보급선 없는 그룹의 유닛들
보급선이 없는 유닛은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배틀을 거부할 때, 부분 퇴각은 불가능 하여, 
일부 보급선이 있는 혼합된 유닛의 그룹은 
배틀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상황은 그룹이 요새 보급으로 지정된 
유닛과 보급선이 없는 다른 유닛으로 
구성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배틀 대형
그 라인에서 유닛의 위치는 (군대 단위로 유닛을 
그룹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

포병 부대는 배틀 라인 뒤에 배치하여 
플레이어에게 적 포병대에 의해서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 시킨다(비-보급 상태가 
아닌 한).

패스 턴에서 요새 컴뱃
원래 공격자는 요새에서 교전상태일 때는 
반드시 컴뱃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패스 
턴에는 컴뱃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요새 
헥스에서 교전 중일 때 패스를 한다면, 그는 
요새로부터 자신의 군대를 철수 이동으로 
퇴각시켜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활성화 플레이어의 세력은 패주된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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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컴뱃(Combat)
일단 배틀 활성화가 정해진다면, 활성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순서대로 모두 
해결한다.

각 컴뱃 페이즈는 각 배틀 활성화에서 각 
유닛이 한 번 사격하는 하나의 컴뱃 
라운드에 참여한다. 하나의 배틀에서 모든 
사격은 다음 배틀을 진행하기 전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9.1 컴뱃 라운드(Combat Rounds)
컴뱃 라운드는 다음처럼 각 배틀 

활성화를 실행한다.:
1) 패시브 플레이어가 방어 사격으로 

사격을 하고 손실을 적용한다.
2) 활성화 플레이어가 공격 사격으로 

사격을 하고 손실을 적용한다.

9.2 유닛의 사격(Unit Fire)
방어 또는 공격 사격 시, 포병대가 먼저 

포격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각 
유닛은 원하는 순서대로 한 번 사격한다.

유닛이 사격하기 위해 사격하는 
플레이어는 사격하는 그 유닛을 표시하고, 
목표 종류 (armor / infantry / anti-tank 
/ artillery)를 지정하고, 사격하는 유닛 
CV(3 CV 유닛에 대해 주사위 3개) 당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유닛들의 전투력(9.4)과 선택한 목표 
종류, 명중 점수의 특정수에 따라 목표 
종류인 적 유닛의 CV를 감소시킨다.

9.21 주사위 두 배(Double Dice)
습격 컴뱃과 요새 방어 시, 그 유닛들은 

2배의 주사위로 사격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사위 수의 두 배로 굴리는 것을 
의미한다(일반 화력에).

9.3 목표 지정(Targeting)
몇몇 유닛 종류는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대응하는 적에게 사격을 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Armor 종류는 반드시 Armor 
종류에 공격을 하여야한다. 이와 동일하게 
Infantry 종류는 Infantry 종류에 사격을 
하여야만 한다. Artillery와 Antitank 
유닛은 이런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유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포병만이 적의 포병을 공격 할 수 있다. 
목표 종류는 유닛이 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요구되는 목표 종류의 모든 유닛이 
제거된 경우, 사격하지 않은 유닛들은 다른 
목표 종류에 사격할 수 있다.

9.4 화력(Firepower)
사격의 효과는 사격하는 유닛과 그 

종류에 달려있다. 사격 테이블에서 
사격하는 유닛 종류와 목표 종류를 교차 
참조(맵 참조)하면 사격 효과가 나타난다.

Ÿ “SF"는 ”단일 사격"을 의미하며 
주사위 굴림 결과 “6”이 나올 때마다 
명중 1점이 된다.

Ÿ “DF" (2배 사격)는 주사위의 굴림 
결과 “5” 또는 “6”이 나올 때 마다 
명중이다.

Ÿ “TF" (3배 사격)는 주사위의 굴림 
결과 “4", "5", "6”이 나올 때 마다 
명중이다.

9.5 손실 적용(Applying Losses)
적 사격에 의한 각 명중 점수에 대해 

목표된 한 종류의 유닛은 1CV만큼 
감소한다(정확한 유닛에 대해 소유자의 
선택으로).

정예 유닛들: 모든 독일 유닛과 몇몇 
연합국 Armor 유닛은 스텝 당 2CV를 
갖는 정예이다. 이들 유닛은 스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의 명중이 
필요하다. 해당 목표 종류의 피해는 
가능하다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컴뱃 
라운드 마지막에 남은 경우는 없어진다.

Armor 종류 내에서 소유자는 피해를 
원하는 유형의 각 유닛에 분배할 수 있다 
(명중을 제외한 점수에 대해 대안이 없다면 
낭비될 수 있다).

받은 명중에 따라, 공격을 받은 
플레이어는 임시로 그 목표 종류의 유닛에 
피해를 적용하며, 상대의 모든 공격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이를 종료한다. 정예 
유닛에 대한 한 번의 명중은 유닛을 
45°회전 시켜 표시한다.

만약 해당 컴뱃 라운드 목표 종류의 
모든 유닛이 제거되기에 충분한 공격이 
성공한다면, 상대방 사격의 후속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들은 컴뱃에서 
제거된다.

9.52 이중 방어(Double Defense)
이중 방어는 지뢰지역에서 방어자에게 

적용한다. 지뢰지역 방어자에 대한 명중은 
반-명중으로 간주하여, 1CV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반-명중이 성공해야 
한다.

예외: Artillery의 포격은 지뢰 지역에 의한 
효과가 없으며, 최대 명중 점수를 받는다.

정예 유닛의 경우, 반-명중은 목표 종류 
내에 있는 유닛들에게 임시로 할당한다. 
컴뱃 라운드의 종료 시 해당 종류에 
남아있는 반-명중은 없어진다.

유닛 사격
한 유닛의 CV를 한 목표 종류에 동시에 
모두 사격해야 하고, 만약 목표 종류가 
모두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컴뱃 
라운드에서 목표를 바꿀 수 없다.

유닛 사격 예
한 6 CV armor 유닛은 2배 사격(DF)의 사
격 효과로 적 보병(적 armor가 없으므로)
에게 사격을 한다. 

주사위 굴림으로 4, 5, 1, 6, 3, 3의 결과
는 2개의 명중 점수이다.

주사위 두 배 유닛 사격 예
요새를 방어하는 3 CV의 infantry는 방어 
사격 시 6개 (3x2)의 주사위를 굴린다. 
화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예를 들어 적 
infantry를 목표로 할 경우에 대하여는 SF).

포병대를 목표
Artillery는 다른 아군 유닛들이 같은 배틀 
내에 없는 경우, 오직 상대 artillery에 의해
서만 목표가 될 수 있다. (혼란상태의 유닛
은 이 경우 표적 목적에 대해 무시된다.) 

다른 무장 종류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Artillery는 대단히 취약하다. artillery를 
제외한 모든 유닛들은 3배 사격으로 지원받
지 못하는 적 artillery를 사격한다.

화력 예
만약 적 armor가 배틀에 있는 경우, armor 
유닛은 SF로 목표 armor를 사격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armor가 없는 경우, 
armor 유닛은 상대 infantry에 대하여 DF
로 공격을 한다.

"반 손실" 적용
주어진 목표 종류가 모두 정예인 경우, 컴
뱃 라운드 종료 시에 남은 “홀수”의 명중은 
낭비된다.

예를 들어, 만약 배틀에서 모든 추축국 
armor가 정예이고, 연합국이 컴뱃 라운드
에서 적 armor에 명중 3점이라면, 2개의 
명중은 한 독일 armor 유닛에 한 스텝 감
소를 적용하고, 남은 명중은 낭비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뢰지대에서 이중 방어하
는 유닛에게 적용된다.

혼합 그룹에 손실 적용하기
목표 종류가 정예와 일반유닛의 혼합된 경
우, 모든 명중을 적용해야만 한다.

예: 3개의 armor 명중이 정예와 일반 
armor를 목표로 해서 컴뱃 라운드에 점수를 
가졌다. 그중에 2 명중은 정예 armor에 그
리고 1 명중은 일반에 적용하거나 혹은 모든 
3 명중을 일반 armor에 적용한다.

플레이어는 명중을 임시로 적용해야한다. 예
를 들어 적의 공격에 의한 1CV 유닛은 전
투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게임에서 제거되
어서는 안 된다. 이후 2 번째의 명중이 엘리
트 2스텝 유닛에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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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퇴각(RETREATS)
한 배틀 헥스에서 모든 유닛들이 

이탈(7.2)하는 것은 총퇴각(10.3)이다. 만약 
전부가 아닌 몇몇이라면, 이탈하는 그 
유닛들은 부분 퇴각(10.4)이다. 이탈하는 
유닛들은 항상 혼란상태(11.0)이다.

자발적 퇴각은 그룹 철수 이동에 의한 
배틀 거부(10.2), 또는 플레이어 턴에 (패스 
턴 동안 일어나는 철수 이동을 포함한) 
그룹/재편성 이동에 일어난다. 본의 아닌 
퇴각은 (철수 이동에 의해서) 혼란 상태의 
유닛이 패주되는 경우(11.3) 일어난다.

중요: 혼란상태(11.0)의 유닛은 (패주를 
제외하고) 이동할 수 없기에, 모든 퇴각 
규칙에 면제다.

10.1 퇴각 노선(Retreat Routes)
유닛들은 아군 또는 빈 헥스 안으로 

아군의 배틀 헥스면(8.1)을 통해서만 이탈할 
수 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적이나 배틀 
헥스 안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닛들은 
정상적인 이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이 
플레이어 턴에 다시 교전 상태가 될 수 
없다.

유닛들이 강제 이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제거된다.

10.2 배틀 거부(Refusing Battle)
모든 적 이동 후 즉시, 패시브 

플레이어는 철수 이동(5.3)으로 방금 
공격받은(8.2) 어떤 그룹의 모든 유닛들을 
퇴각하는 것으로 배틀 거부를 할 수 있다. 
배틀 거부로 재편성 이동 혹은 부분 퇴각은 
허락되지 않는다. 평소처럼 퇴각하는 
유닛들은 추격 사격에 대한 대상이 되고 
혼란 상태가 된다. 배틀 거부를 한다면, 
유닛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10.3 총퇴각(Full Retreats)
활성화 플레이어는 그룹 혹은 재편성 

이동(철수 이동을 포함하여 5.3)으로 있던 
배틀에서 모든 유닛들을 자발적으로 퇴각할 
수 있다. 퇴각하는 그룹은 추격 
사격(10.5)을 받으며 혼란상태(11.0)가 된다.

10.4 부분 퇴각(PARTIAL　RETREATS)
부분 퇴각은 배틀에서 모든 유닛이 아닌 

일부 유닛의 이탈과 관련 있다. 부분 퇴각은 
철수 이동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들은 
보급 카드 한 장의 사용이 필요하다. 부분 
퇴각은 추격 사격을 회피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이동이 종료된 후, 이탈 
유닛을 세워놓는다. 전장에 남은 
혼란상태가 아닌 모든 유닛은 후위 방어를 
한다. 후위 방어는 컴뱃 탐색 시 이탈 
이동하는 유닛을 추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중요: 부분 퇴각을 할 경우 같은 플레이어 
턴 동안 그 배틀에서 컴뱃을 개시할 수는 
없다.

10.41 전투 탐색(Probe Combat)
부분 퇴각을 하는 유닛들이 실제로 

이동하기 전에, 패시브 플레이어는 컴뱃 
탐색의 한 라운드를 유발할 수 있다(필요한 
보급 카드 소비는 없다).

컴뱃 탐색에서 공격/방어 역할이 
바뀐다.: 먼저 활성화 플레이어의 
후위(Reargurad) 유닛(들)은 방어 사격으로 
사격하고, 그리고 패시브 플레이어는 공격 
사격으로 바뀐다(옆단 확인).

만약 모든 적 후위 유닛들이 제거됐다면, 
사격하지 않은 탐색 유닛들은 바로세운 이탈 
유닛들(그룹으로 다루어지는)에 대해 즉시 
추격 사격(10.5)을 실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닛들은 그들의 이탈 이동을 
재개한다. 만약 패시브 플레이어가 컴뱃 
탐색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 저항하는 것이 
그것들로 인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 
이탈하는 유닛들은 추격 사격(10.5)에 
노출되지 않는다.

10.5 추격 사격(PURSUIT FIRE)
어떠한 이유로 퇴각하는 그룹들은 추격 

사격을 받아야 한다. 추격 화력은 유닛 
속도에 기초한다.

퇴각하는 플레이어는 그의 퇴각하는 가장 
느린 유닛의 속도를 알린다. 그리고 추격하
는 플레이어는 배틀 헥스[전자의(former)]에
서 각 같은 빠르기 유닛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더 빠른 각 유닛에 대해 2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느린 유닛들은 추격할 수 
없다.

1 명중은 각 주사위 굴림 결과 4, 5, 
6에 대해 명중이다. 퇴각하는 플레이어는 
9.5(규칙) 당 원하는 대로 어떤 퇴각하는 
유닛들에게 손실을 즉시 적용해야만 한다.

배틀 거부 진행 절차
1) 패시브 플레이어는 배틀 헥스(비공개 

상태)에 유닛들을 새워놓은 채로 배틀 
거부를 위해 그의 의향을 알려준다.

2) 활성화 플레이어는 퇴각하는 유닛들에 
대해 추격 사격을 실행한다. 패주 유닛을 
공격하기 위하여 원하는 유닛은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 추격하는 유닛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

3) 패시브 플레이어는 살아남은 유닛들을 
그룹 철수 이동으로 이동한다.

4) 남아있는 혼란 상태의 유닛은 패주(11.3) 
하며, 사격하지 않은 유닛들에 의해 추격 
사격의 대상이 된다.

총퇴각 절차
1) 활성화 플레이어는 다른 모든 유닛들을 

이동하고, 퇴각을 알리고 배틀 헥스에 
있는 퇴각하는 유닛들을 바로 세운다.

2) 패시브 플레이어는 퇴각하는 유닛들에 
대해 추격 사격을 한다.

3) 활성화 플레이어는 진행 중인 그룹 혹은 
재편성 이동에 따라 살아남은 퇴각하는 
유닛들을 이동한다.

4) 퇴각 헥스에서 남아 있는 어떤 
혼란상태의 유닛은 패주(11.3) 하고 
사격하지 않은 유닛들에 의해 추격 
사격의 대상이 된다.

부분 퇴각 절차
1) 활성화 플레이어는 부분 퇴각을 알리고, 

다른 모든 유닛들을 이동하고 배틀 
헥스에 있는 이탈 유닛들을 바로 세워 
놓는다.

2) 패시브 플레이어는 컴뱃 탐색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후위 유닛들이 컴뱃 
탐색에 의해 제거됐다면, 부분 퇴각은 
총퇴각이 된다. 위의 퇴각 절차 2)에 
따른 시작으로 계속한다.

컴뱃 탐색으로 역할 바꾸기
만약 후위 유닛들이 원래 방어자라면, 
그들은 요새 및/혹은 지뢰지역 방어 이점을 
모두 받고, 탐색하는 유닛들은 아니다.

추격기만(Pursuit Deception)
그룹의 특성을 숨기기 위해 일부 유닛의 
추격 사격을 보류할 수 있다. 또는 각 
유닛은 한 번만 사격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패주에 대한 혼란 상태의 적 
유닛들에 대해 몇몇 추격하는 유닛들로부터 
사격을 보류할 수 있다.

컴뱃 페이즈에서 추격 사격
(Pursuit Fire in a Combat Phase)
추격 사격은 배틀 헥스에 혼란 상태인 
유닛들을 방어할 모든 아군 유닛이 제거된 
후 패주한다면, 컴뱃 페이즈 동안 발생할 
수 있다. 컴뱃에서 아직 사격하지 않은 
유닛들만이 추격 사격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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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혼란상태(DISRUPTION)
유닛들은 다음의 경우 혼란상태가 된다.

Ÿ 배틀에서 이탈(7.2)을 하는 경우
Ÿ 배틀 거부(10.2)
Ÿ 양 초기와 마지막 보급 확인 시 

비-보급 상태(12.1)인 경우 혹은
Ÿ 강제 행군을 실패한 경우(6.4) 

혼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맵에서 
유닛이 뒷면이 되도록 돌려놓는다(CV를 
유지하기 위해 위쪽 뒤편이 소유자 
방향으로).

유닛들은 계속적으로 혼란상태가 
지속되지만, 해당 월의 마지막까지 
비-보급(12.1)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제거된다.

11.1 혼란상태 효과(Disruption 
Effects)

혼란 상태는 일시적이지만, 몇 가지 
효과가 있다. 혼란상태의 유닛은 아래의 
행동을 할 수 없다.
Ÿ 이동(패주는 가능)
Ÿ 적 이동을 방해(만약 공격한다면, 즉시 

패주 된다.)
Ÿ 컴뱃 시 명중을 받거나 사격하기
Ÿ 아군 보급선의 일부
Ÿ 적 보급선을 차단
Ÿ 강화 동안 기지로 돌아가기 혹은 

재배치(16.5 참조)

11.11 배틀에서 혼란 상태 유닛들
교전상태인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같은 

헥스에서 혼란상태가 아닌 아군 유닛들에 
의해 방어되지 않는 한 즉시 패주한다(11.3).

만약 방어되더라도,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배틀에 참가할 수 없다(배틀 전선 뒤에 
그들을 뒷면으로 배치한다).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적 유닛들과 그 
헥스에 남아 있는 동안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배틀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회복될 
수 있다(남아 있는 적 유닛들이 그 헥스에 
없다면).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방어하는 
유닛이 없다면 즉시 패주한다.

11.2 혼란 상태 회복(Disruption 
Recovery)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아군 플레이어 
턴의 초기 보급 확인 시 아래의 내용이 
제공된다면 회복한다.:
Ÿ 배틀 헥스 내에 있지 않다.
Ÿ 보급선을 가지고 있다.
Ÿ 적 플레이어 턴을 혼란 상태로 한 번 

완전히 겪었다(즉, 이전 적 턴에 배틀 
거부 혹은 패주했다면 회복되지 
않는다.)

11.3 패주(ROUT)
혼란상태가 아닌 아군 방어 없이 배틀 

헥스에 있는 혼란 상태의 유닛들은 패주한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 발생한다.:
Ÿ 혼란상태의 유닛들이 혼자 

공격받는다면(즉, 방어되지 못하는)
Ÿ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방어하는 아군 

유닛들이 모두 이탈 또는 제거된 후 배틀 
헥스에 혼자 있게 된다면

패주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플레이를 잠시 
중단하고, 그것들에 효과(아래)를 즉시 해결한다.

모든 패주한 유닛들은 반드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Ÿ 패주 감소로 한 스텝 손실
Ÿ 추격 사격을 받는다.
Ÿ 그룹 철수 이동으로 퇴각하고, 그들은 만약 

퇴각할 수 없는 경우 제거된다.
Ÿ 다시 혼란상태가 된다.

11.4 오버런(OVERRUN)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한 헥스에서 단독으로 

공격받는 다면(즉, 보호유닛이 없는) 즉시 
패주하기 때문에 적 이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

비록 한 유닛이 공격하더라도 혼란 상태인 
적 유닛 그룹은 패주할 수 있고, 활성화 
플레이어는 추격 사격을 증대하기 위해 여러 
유닛들을 공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헥스에 더 
많은 공격자를 추가하기 위해 패주 해결을 지연 
시킬 수 있다)

모든 공격하는 유닛들은 공격한 헥스에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헥스면 공격 제한이 
적용), 그 턴에 더 이상 이동하면 안 된다.

그러나 패주를 해결 한 후에도 활성화 
플레이어는 이동(이미 진행 중인 그룹 또는 
재편성 이동의 일부로) 자격이 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유닛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닛들은 이동을 완료하기 위해서 방금 
공격한(이제 적군 유닛을 비웠다) 헥스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적 혼란상태의 유닛이 
있는 한 헥스에 대해 오버런이라 한다.

여러 오버런은 같은 플레이어 턴에 발생할 
수 있다.

적 턴에 혼란 상태인 유닛들
혼란상태가 된 유닛들은 오직 혼란 상태로 적 
플레이어 턴을 완전히 소비한 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적 플레이어 턴 동안 혼란 상태(배틀 
거부 혹은 패주에 의해)가 된 유닛들을 
의미한다. 다음 적 플레이어 턴과 다가오는 
아군 플레이어 턴을 통해서 혼란 상태로 
남아있고, 혼란 상태 후 두 번째 아군 
플레이어 턴에서만 회복할 수 있다.

패주
패주 철수는 방어(11.11)가 없는 혼란 상태 
유닛들이 교전했을 때 패시브 플레이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패주는 부분 퇴각에서 혼란 상태 유닛들을 
아군이 방어하는 동안 후위 유닛들이 
제거됐을 때 활성화 플레이어에게 역시 
나타난다.

컴뱃 페이즈에서 패주
혼란 상태 유닛들이 컴뱃 페이즈(같은 배틀 
헥스에서 모든 방어하는 유닛들이 
제거됐으므로)에서 패주한다면, 컴뱃 
라운드에서 아직 사격을 가지지 않은 적 
유닛들만이 추격 사격을 실행할 수 있다.

마지막 보급 확인에서 패주
만약 배틀에서 교전한 유닛들이 보급선의 
부족으로 혼란 상태가 된다면, 그들은 
보급선 없는 유닛들은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제거된다.

오버런
공격 턴에 두 그룹 이동으로부터 유닛들은 같은 
패주 및/혹은 오버런에 참여될 수 있다(그들은 
같은 이동 페이즈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버런 절차
1) 활성화 플레이어는 단독으로 있는 적 

혼란 상태 유닛들을 포함하는 한 헥스로 
하나 이상의 유닛들을 이동하고, 패주를 
알린다.

2) 공격받은 헥스에 모든 혼란 상태 
유닛들은 패주 감소로 한 스텝 손실을 
가진다.

3) 활성화 플레이어는 혼란 상태 유닛들에 
대해 추격 사격(10.5)을 실행한다.

4) 패시브 플레이어는 가능하다면 그룹 
철수 이동으로 살아남은 유닛들은 이제 
퇴각해야만 한다.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제거된다.

5) 활성화 플레이어는 적 유닛들의 패주로 
인해 방금 비운 헥스로 오버런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그룹/재편성 이동의 부분처럼 이동에 
자격이 있는 아직 이동하지 않은 모든 
유닛들을 이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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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보급(Supply)

플레이중인 유닛들은 마지막 아군 보급 
확인 동안 보급선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급 상태 혹은 비-보급 상태 중 
하나가 된다.

보급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유닛은 
아군 보급 원까지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아군 
기지이지만, 유닛들의 수에 제한이 있는 
요새(13.0)까지 역시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다. 오아시스 또한 보급 능력에 매우 
제한적이다(15.1).

12.1 보급되지 않는 유닛들 
(Unsupplied Units)

아군 보급 확인 동안 보급선을 추적할 
수 없는 유닛들은 비-보급 상태이다. 
비-보급 상태인 이유로 즉각적인 피해는 
없다(혼란 상태처럼). 비-보급 상태의 
유닛들은 기지와 요새를 점령하고, 
보급선을 차단 혹은 형성하고, 공격이나 
교전, 이동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보급 확인 시 비-보급 
상태로 판정된 유닛들과 마지막 보급 확인 
시 까지 여전히 비-보급 상태라면, 혼란 
상태(11.0)가 된다.

12.2 보급선(Supply Lines)
보급선은 한 유닛에서 아군 보급 원까지 

연속되는 헥스의 연속적인 헥스의 선이다. 

보급 원: 양측의 가장 주요한 보급원은 
자신들의 기지(El Agheila 또는 
Alexandria)이며, 이들은 아군 유닛들의 
아무 수의 제한 없이 보급을 할 수 있다. 
요새는 유닛들의 제한적인 수에 대해 역시 
보급원의 기능을 한다(13.3). 오아시스는 
오직 한 개의 유닛만 보급할 수 있다(15.1).

보급선은 보급 확인을 할 때 보드에 있는 
유닛들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보급선의 
길이는 제한이 없으며, 고속도로 및/또는 
아군 유닛들의 연쇄적 보급들로 구성된다. 
유닛들은 여러 개의 보급선을 가질 수 
있다.

보급선은 아군 측이 방어자(아군 배틀)인 
배틀 헥스와 빈 헥스, 아군 헥스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것들은 지나갈 수 없는 
헥스 면을 통하거나 적 배틀(적이 방어자일 
경우), 적 헥스를 통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

12.3 고속도로 보급(Highway 
Supply)

해안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양측의 
보급선으로 형성된다. 적 유닛에 의해 
막히지 않은 어떤 고속도로도 유효한 
보급선이다. 보급선은 하나 이상의 연쇄적 
보급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고속도로로 
구성될 수 있다.

12.4 연쇄적 보급(SUPPLY CHAINS)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보급선은 연쇄적 

보급의 다른 구성원의 지정된 거리(보급 
범위) 이내에 각 아군 유닛들이 일련의 
간격을 두고 보급이 되는 한 고속도로 혹은 
요새의 보급 범위 이내의 망에 최소 한 
유닛이 있어야 하는 연쇄적 보급을 
구성해야만 한다. 보급 범위는 도로 품질 
또는 부족으로 다양하다.:
Ÿ 오솔길: 3헥스 (사이에 2헥스)
Ÿ 소로: 2 헥스 (사이에 1헥스)
Ÿ 길이 없음: 모든 헥스 (유닛들은 가능한 

지형으로 인접해 있어야만 한다)
Ÿ 만약 서로 다른 종류의 길이 

사용되었다면, 더 작은 보급 범위가 
적용된다.

한 단일 유닛은 여러 연쇄적 보급을 
제공할 수 있다. 교전한 유닛들은 연쇄적 
보급 구성할 수 있으나, 혼란상태의 
유닛들은 할 수 없다.

12.5 배틀에 보급(Supply into 
Battles)

양측은 배틀 안으로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다. 배틀 헥스 안으로의 보급선은 아군 
배틀 헥스 면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 배틀 헥스 면은 마지막에 그곳을 
가로지른 측에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통제는 즉시 바뀐다. 어느 한 플레이어에 
의해 가로지르지 않은 헥스 면은 
방어자에게 우호적이다.

방어자는 배틀 헥스를 통해서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다. 공격자는 아군 배틀 헥스 
면을 통해서만 배틀 헥스 안으로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다.

침입자(Raiders): 비-보급 상태의 
유닛들은 적 헥스 면을 통해 배틀에 진입 
하여 보급선을 다시 얻을 수 없다(또는 
아군 헥스 면으로 만들기). 만약 참가한 그 
헥스 면이 모든 이동 후 적으로 남아 
있다면, *두 번째 동전으로 “침입자“를 
표시한다. “침입자“는 아군 보급으로부터 
고립된 적 라인 뒤에 남겨둔다.

* 두 번째 동전(Second coin): 커스텀 
토큰으로 만들어야 함. 진짜 동전을 
쓰던가.

침입자는 일반적으로 싸우지만, 마지막 
보급 확인 시, 보급이 재개(즉 만약 그 
배틀에서 승리했다면)되지 않는 한 혼란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쇄적 보급
연쇄적 보급은 한 유닛으로부터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고, 연쇄적 보급 혹은 
고속도로 내에 옆에 있는 한 아군 유닛에만 
연결된다.

혼란상태의 유닛은 연쇄적 보급을 
구성하거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없다.

연쇄적 보급은 유닛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즉, 길을 따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혼란상태의 유닛만이 있는 
헥스는 보급 망 목적에 대해 빈 헥스로 
간주한다.

혼란 상태 유닛의 보급
비록 혼란상태의 유닛이 연쇄적 보급을 
구성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보급범위 내에 어떤 보급선에 
보급을 추적할 수 있다.

보급 확인 시기 시사점
(Supply Check Timing Implications)
비-보급 상태의 유닛들은 즉각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혼란 상태(11.0)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보급 확인 시 보급선(혹은 
요새/오아시스 보급)을 확보해야만 한다.  
턴 동안 임시로 수립한 보급선은 혼란 
상태로부터 비-보급 유닛을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보급 유닛은 마지막 보급 
확인 시 보급선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보급 상태인 유닛들은 즉각적인 
부작용 없이 적 후방에 보급 받지 못하는 
깊숙한 위치로 이동하여 보급선을 
금지(interdict)시킬 수 있다. 비-보급 
상태로 남아 있더라도, 이 유닛들은 다음 
아군 플레이어 끝까지 혼란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결과로 비-보급 
상태로 더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혼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플레이어 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급선을 확보해야만 한다.

유닛들은 플레이어 턴에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다음에 보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혼란상태가 되지 않으면 
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보급 확인에 실패한 비-보급 상태인 
혼란 상태의 유닛들은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 해당 월의 마지막 까지 비-보급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유닛들은 게임에서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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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보급망(SUPPLY NETWORK)
현재의 모든 아군 보급선을 통합하여 

보급망이라 한다. 한 유닛이 여러 유효한 
보급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모두는 
아군에게 기여하는 보급망이다.

이것은 양쪽 플레이어의 보급망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양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급망이 중복될 수 있다.

12.7 보급 확인
l 초기 보급 확인:

Ÿ 유효한 보급선을 확인. 아군 배틀 
헥스와 헥스 면을 결정한다. 아군 
유닛의 보급 상태를 확인한다.
Ÿ 비-보급 상태의 유닛에 동전 

마커로 표시고, 보급 상태의 
유닛에 있는 마커를 제거한다.

Ÿ 요새로부터 보급 받는 유닛을 다른 
동전 마커로 표시한다.

Ÿ 혼란 상태 회복:
Ÿ 혼란 상태로 완전한 적 턴을 

소비한 아군 유닛들은 이제 
보급되고, 비-교전 상태인 
혼란되지 않은 그들의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온다(세워 놓는다).

l 마지막 보급 확인:
Ÿ 유효한 보급선을 확인.
Ÿ 아군 배틀 헥스와 헥스 면을 

확인한다. 아군 유닛의 보급 상태를 
확인한다.

Ÿ 이제 보급 상태인 어떤 유닛에 있는 
동전 마커를 제거한다.

Ÿ 아직 보급선이 확보되지 않은, 
비-보급 마커 표시가 되어있는 
유닛을 혼란 상태로 한다.

Ÿ 아군 방어 유닛이 없는 배틀 헥스의 
새로운 혼란상태 유닛을 즉시 
패주한다.

노트: 턴 동안 비-보급 상태인 유닛에 
보급선을 임시로 재개하는 것은 마지막 
보급 확인 시에 비-보급 상태라면 혼란 
상태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다.

l 강화 보급 확인
Ÿ 유효한 보급선을 확인. 각 플레이어의 

보급망을 확인한다.: 이것은 강화 
동안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Ÿ 양측의 모든 유닛에 대하여 보급 
상태를 결정한다.

Ÿ 비-보급 상태의 유닛을 제거한다.
Ÿ 이제 보급 상태의 유닛에 있는 동전 

마커를 제거한다.
Ÿ 보급 상태이며 비-교전 상태인 혼란 

상태의 모든 유닛들을 회복한다(세워 
놓는다).

두 개 이상의 보급 예제:
A) 연합국 Recon 유닛이 추축국 전선의 

뒤쪽으로 이동하고 Gazala의 
고속도로를 차단하여 모든 추축국 
부대를 동쪽에 고립시킨다. 그의 다음 
턴 동안, 추축국 플레이어는 유닛들을 
Mechili와 Bir Harmat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Gazala의 차단하는 
유닛의 주위에 연쇄적 보급이 있기 
때문에, 추축국 보급 원으로써 Bir 
Harmat로부터 동쪽 고속도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다.

Bir Harmat에 있는 유닛은 오솔길을 
따라 3 헥스로 Mechili에 있는 유닛과 
연결되며, 이 유닛은 소로를 따라 2 
헥스로 Derna에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연결된 유닛은 Derna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B) 추축국 군대가 동쪽으로 멀리 진군을 
가진 후, 연합국 유닛은 Benghazi에 
유지하고 있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Benghazi 헥스에 요새를 공격하는 몇 
개의 유닛이 있다. 공격자로서 추축국 
플레이어는 고속도로가 그 지점에 
차단되었기 때문에, Benghazi 헥스를 
통해서 보급을 추적할 수 없다.

Er Rejima에 있는 추축국 유닛은, 
Benghazi 주위에 연쇄적 보급을 
생성으로 의한 추축국 보급 원으로서, 
동쪽 고속도로를 재개할 수 있었다.

Er Regima의 유닛은 소로/오솔길을 
따라 2 개의 헥스를 Ghemines의 
보급되는 고속도로에 연결할 수 있다. 
Ghemines에는 연결 유닛이 필요 없다.

SUPPLY EXAMPLE
Alexandria가 맵 밖의 동쪽에 있다. 연합국 유닛[A]는 
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보급을 받는다. 유닛[B]는 
오솔길 (3헥스)를 따라 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Mersa 
Matruh로 부터 보급을 받는다. 3헥스 남쪽의 Siwa 
오아시스에 있는 다른 유닛은(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은), 
비록 오아시스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B]를 통해 보급을 받는다. 유닛[C]는 소로(2헥스)를 
따라 해안 고속도로의 Sidi Barrani로 부터 보급을 
받는다. 유닛[D]는 [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급을 
받을 수 있다.

유닛[E]는 비-보급 상태이다. 이 유닛은 도로가 없는 
사막에 있으며, 보급상태의 유닛과 인접해 있맵 않다. 
비록 해안 고속도로(일반적으로 보급선에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동할 수 
없는 산맥을 통해 북쪽의 보급선에 연결할 수 없다.

만약 추축국 유닛[1]이 동쪽으로 2헥스를 이동하여 
Sofafi를 점령한다면, 연합국 유닛[C]와 [D]는 다음 
연합국 플레이어의 턴의 시작 시, 비-보급 상태가 
된다. 추축국 유닛[2]는 반드시 Sidi Omar에 남아, 
연합국 유닛 [D]가 Sollum을 통해서 보급 받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연합국 유닛[C]와 [D]는 혼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급선을 만들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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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요새(Frotresses)
Benghazi, Tobruk 와 Bardia는 
요새들이다. 특수 컴뱃과 보급 
규칙을 요새에 적용한다. 

요새는 또한 요새와 항구를 통제하는 
측에 대해 보급 원 역할을 한다.

13.1 요새 통제(Fortress Control)
요새는 시작 시나리오에 주어진 초기 

배치 지역에 따라 초기에 통제한다.

요새의 통제는 요새 점령(13.4 확인)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점령하지 않은 요새는 
마지막 소유자에게 우호적이다. 그것은 
여전히 빈 헥스이고 보급선을 차단할 수 
없다.

13.2 요새 배틀(Fortress Battles)
방어에 주사위 2배: 요새에서 방어하는 

(armor-종류 유닛들을 제외한) 유닛들은 
방어 사격에서 주사위가 두 배이다. 이 
이점은 만약 방어자가 시작하는 컴뱃이라면 
잃는다.

강제 컴뱃: 요새 배틀에서 공격자는 
자신의 소유한 플레이어 턴 동안 컴뱃을 
시작해야만 한다.(컴뱃은 방어자에 대해 
선택적이다).

예외: 요새 컴뱃은 전격 컴뱃 동안 
강제하지 않는다.

13.3 요새 보급(Fortress Supply)
요새 보급 능력. 기지로 육상 보급선이 

없는 요새는 고립된다. 고립된 요새는 
그것의 항구 능력(육각형 안의 숫자)과 같은 
아군 유닛들의 제한 수에 대해 보급 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합국은 표기되어 있는 
최대 항구 능력을 사용한다. 추축국에 
대해서 항구 능력은 이 수에 절반으로 
소주점 이하는 버린다.

예: Tobruk의 항구 능력은 연합국(5), 
추축국에게는 (2)이다.

각각 초기 보급 확인 동안, 활성화 
플레이어는 사용가능한 요새 보급 능력을 
배정할 수 있다. 요새 내에 있는 유닛들은 
요새 보급에 최우선 순위로 먼저 받는다. 
요새에 보급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다른 
유닛들은 사용가능한 능력에 한해서 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새 보급원에 대해 그 
요새에서 가장 가까운 유닛들이 최우선

순위로 먼저 받아야만 한다. 동전들로 
요새 보급을 배정한 유닛들을 표시한다.

요새 보급을 배정받은 유닛들은 그 
플레이어 턴을 통해 그들의 보급 원으로 
요새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것은 
부정하거나 다른 유닛으로 바꿀 수 
없다(하지만 다음 플레이어 턴에 다른 
유닛으로 배정할 수 있다). 요새 보급을 
사용하는 유닛들은 요새 쪽으로만 
보급선(그리고 철수 패주)을 추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새 보급을 배정받지 못한 
아군 군대는 요새 쪽으로 철수 혹은 
보급선을 추적할 없다(심지어 요새로부터 
보급 받는 유닛과 같은 헥스 내에 
위치하더라도).

만약 요새의 최대 보급 능력이 초기  
보급 확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유닛들은 마지막 보급 확인에서 요새 
보급을 배정받을 수 있다(요새의 능력 
이내에서).

13.4 요새 점령(Fortress Capture)
요새 통제는 혼란 상태가 아닌 적 

유닛들이 한 플레이어의 턴의 끝에 
유일하게 차지하고 있어야만 바뀐다. 이동 
동안 요새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보급 차지: 만약 요새가 플레이하는 해당 
월 동안 점령권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소유주는 강화에 따라 보너스 보급 카드를 
받는다. 보상받는 카드의 수는 적 항구 
능력과 같다.

예: 추축국 플레이어는 Benghazi를 점령 
시 (2)장의 보급 카드를 받지만, 
연합국의 경우 (1)장만을 받는다.

보급 차지는 각 요새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절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13.5 포위된 요새(BESIEGED 
FORTRESS)

한 요새가 만약 적 유닛을 포함하는 
어떤 인접한 헥스가 있다면 포위된다(적 
헥스 혹은 배틀 헥스)

요새 포위는 바다 배치전환(Sea 
Redeployment) 비용(16.53)에 영향을 
미친다.

Tobruk 포위는 승리를 위해 중요할 수 
있다(17.0)

패스 턴에서 요새 컴뱃
만약 요새 배틀에서 공격자가 패스 턴을 
가진다면 (보급의 부족으로), 요새 공격자는 
철수이동으로 이탈을 해야만 하며, 모든 이탈과 
퇴각 규칙의 대상이 된다. 만약 패스 턴에 
철수를 할 수 없다면, 요새 공격자는 패주한다.

보급 차지
만약 요새가 점령됐지만, 같은 월에 원래 
소유주에 의해 재점령을 한다면, 보상받는 
보너스 보급은 없다.

만약 같은 달 전체에서 점령되고, 재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점령된다면, 점령자는 한 번만 
보너스 보급을 받는다.

마지막 보급 확인에서 요새 보급 배정 예
연합국 플레이어는 Tobruk(능력 5)까지 보급을 
추적하는 두 개의 유닛으로 시작하고, 기지까지 
보급선을 추적할 수 없는 4개의 유닛이 있다. 
만약 그들 네 개의 유닛이 그 턴의 끝에 보급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들 중 3개는 
보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만이 혼란 상태가 될 
것이다(요새로부터 보급선이 가장 멀리 있는 한 
개; 연합국은 같은 거리의 유닛들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그 요새 내의 유닛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보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위의 
예에서 연합국은 마지막 확인에서 모든 다른 
유닛들의 4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초기 보급 
확인에 Tobruk에 있는 두 개의 유닛들 중 
하나를 비-보급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Port Capacity Axis Allies
El Agheila no limit n/a
Alexandria n/a no limit

Tobruk 2 5
Bardia 1 2

Benghazi 1 2

요새 습격 배틀
습격 배틀이 있는 요새에서 공격을 받은 
Non-armor 종류는 4 배의 주사위로 
방어적 사격을 가질 수 있고, armor 
유닛들은 두 배의 주사위로 방어 사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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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지뢰지대(Minefields)

강화 동안, 지뢰를 아군 보급망(12.6) 
내의 비-교전 헥스에 비밀리에 설치 할 수 
있다.

지뢰지대는 공정한 것이고, 점령된다면, 
적 군대가 사용할 수 있다.

14.1 지뢰지대 설치(Building 
Minefields)

강화 동안, 지뢰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원하는 지역을 Game Record Sheet에 
비밀리에 적는다.(이름이 있는 지역 혹은 한 
지역으로 부터 방향과 거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El Alamein SW1").

지뢰지대 설치비용은 15 BP이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개월동안 BP를 모아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14.2 지뢰지대 효과(Minefield 
Effects)

방어되지 않는 지뢰지대는 아무런 
이동이나 컴뱃 효과가 없다. 만약 적 
유닛이 진입한 경우, 지뢰지대는 이동 
페이즈 종료 시 공개해야한다.

방어되는 지뢰지대는 이동에는 영향이 
없으나, 컴뱃에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 
지뢰지대는 이동 페이즈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지뢰지대 헥스에서, 방어자는 이중 
방어(9.52)를 가진다. 즉, 
공격하는(Attacking) 유닛들의 
공격(Offensive) 사격에서만 반-명중 
점수가 된다.

예외: Artillery 사격은 지뢰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어자에게 최대 명중 
점수를 가진다.

방어하는 유닛에 1CV를 감소시키기 
위해 두 번의 반-명중을 가진다. 정예 
유닛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은 반-명중은 
낭비된다.

예: 네 번(4)의 반-명중은 지뢰지대의 
정예 유닛을 한 스텝 감소를 위해 
필요한 명중 수이다.

지뢰지대의 방어 이점은 방어자가 
시작하는 컴뱃일 경우 잃는다(방어하는 
유닛들은 반격을 위해 그들의 “준비된 
위치”에서 이동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양측은 컴뱃에서 일반적인 손실을 
가진다.

15.0 오아시스(OASES)

Jalo, Jarabub과 Siwa는 
오아시스이다. 맵에 오아시스를 
표현하기 위해 Jalo와 Siwa에 
왜곡된 헥스인 것을 주의하라.

15.1 오아시스 보급(Oasis Supply)
오아시스는 보급 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오아시스 외부의 유닛들은 보급을 
추적할 수 없다(요새처럼). 그러나 아군 
오아시스에 있는 한 유닛은 보급 받는다. 

초기 보급 확인 동안, 각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 유닛은 오아시스 보급을 
배정받아야만 한다. 요새 보급처럼, 이것은 
그 플레이어 턴 동안 취소되거나, 다른 
유닛으로 교체할 수 없다(이 유닛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오아시스 내에 실제로 있는 유닛들은 
오아시스 보급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는 초기 
보급 확인에서 같은 플레이어 턴 이후에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유닛에 보급을 하기 
위해 오아시스에 있는 한 유닛으로부터 
오아시스 보급을 중단 할 수 없다.

만약 초기 보급 확인에서 오아시스 
보급을 배정받은 한 유닛이 없다면, 
오아시스 보급은 마지막 보급 확인에서 
오아시스 내에 있는 한 유닛에게 배정할 수 
있다.

오아시스 배틀에서 오직 방어 유닛만이 
오아시스 보급을 받는다.; 적 유닛은 외부 
보급선이 필요하다.

오아시스를 점령하고 있는 유닛들도 
일반적인 연쇄적 보급의 한 부분으로 
형성할 수 있다.

지뢰지대 내의 정예 유닛들
예: 지뢰지대 헥스에서 방어하는 정예 
유닛은 총 4번의 명중을 받아야 한 스텝 
손실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 유닛은 
Artillery로 1 명중과 다른 유닛 종류로 2 
명중으로 총합을 가진다면, 한 스텝 손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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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강화(BUILDUP)

각 게임의 달의 시작은 강화부터 
시작한다(시작 조건에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는 제외).

예외: Gazala 시나리오는 수정된 강화로 
시작한다.

강화는 다음 페이즈로 구성되며, 표시된 
순서대로 진행한다.

Advance Month
Buildup Supply Check
BP Determination
First Player Buildup

Reinforcements
BP Expenditure

Replacements & Redeployments
Minefield Construction

Allocate BPs for Extra Supply
Resupply (draw all cards at once)

Monthly Resupply
Extra Supply (allocated above)
Bonus Supply (Fortress Capture)

Second Player Buildup
(repeat player 1 procedure)

16.1 월 전진(ADVANCE MONTH)
이 페이즈는 턴 마커를 다음 달 

게임으로 전진한다.

16.2 보급 확인(SUPPLY CHECK)
Ÿ 유효한 보급선을 확인한다. 각 

플레이어의 보급망을 확인한다.: 
이것은 강화를 통해서 변함없이 
적용한다.

Ÿ 양측 모든 유닛들의 보급 상태를 
결정한다.

Ÿ 비-보급 상태의 유닛들을 제거한다.
Ÿ 현재 보급 받고 있는 유닛들의 동전 

마커를 제거한다.
Ÿ 보급 받는 상태이며, 비교전 상태인 

혼란 유닛을 회복시킨다.(똑바로 세워 
놓는다.)

16.3 강화 점수 결정(BPs)
각 플레이어는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린다(2d6). (예외: 1940 캠페인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네 개의 주사위의 
합이 각 플레이어가 받는 강화점수이다.

예제: 만약 한 플레이어의 주사위가 
“9”이고, 다른 플레이어가 “7”인 경우, 각 
플레이어는 “16” BPs를 받는다.

낮은 합을 굴린 플레이어가 강화에 대해 
플레이어 1이 된다. 만약 동점이라면, 
연합국이 플레이어 1이 된다.

각 플레이어는  현재 사용가능한(이번 
달에 새로 받은 BPs와 이전 달에 남겨놓은 
BPs를 합한) BPs를 결정하고, Game 
Record Sheet에 기록한다.

16.4 증원(REINFORCEMENTS)
증원은 게임 중 도착하는 새로운 유닛이 

다. 이들은 BPs의 소비 없이 강화 동안 
아군 기지에 도착한다.

모든 증원 유닛들은 그들의 라벨에 
예상되는 도착하는 달이 표시되어 있으나 
1달 일찍 도착할 수도 있다(아래 참조).

16.41 이른 도착(EARLY ARRIVAL)
증원 유닛들은 그들의 카운터 라벨에 

지정된 게임 달(2/3의 확률로) 또는 한 달 
일찍 도착한다(1/3의 확률로).

이전에 이른 도착을 가지지 않은 현재 
달의 예정된 모든 증원 유닛들은 정시에 
도착하고, 아군 기지에 배치된다.

다음 달에 예정된 어떤 증원들에 대해 
이른 도착을 확인한다. 소유주는 차례대로 
그와 같은 각 유닛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해당 유닛의 정보가 보이지 않게 
유지한다.
1-2: 이른 도착. 유닛을 Base에 즉시 
배치한다.
3-6: 예정된 도착. 유닛이 예정대로 다음 
달에 도착한다.

16.5 BPS 소비
강화 점수는 아무 순서대로 다음을 

소비할 수 있다.
Ÿ 배치전환(Redeployments)
Ÿ 재배치(Replacements)
Ÿ 지뢰지대(Minefields)
Ÿ 추가 보급 카드(Extra Supply Cards)

플레이어는 최대 20 BPs 까지 다음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다. 초과한 소비되지 
않은 BPs는 손실한다.

노트: 자신이 소유한 BP 비용을 위해 
Game Record Sheet에 사용하라. 만약 
양측 플레이어가 동의 한다면, 상대방의 
비용도 역시 기록할 수 있다.(옆단 참고)

이른 도착: 첫 번째와 마지막 달
유닛들은 시나리오의 첫 번째와 마지막 
달에는 절대 이른 도착을 할 수 없다.

플레이의 첫 번째 달에는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닛들은 유닛 수에 따라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마지막 달에는 
이른 도착을 할 수가 없다.

이른 도착 예
2개월째 강화 동안(May 1941), 모두 4 
개의 연합국 2월 증원이 도착한다(첫 달에 
이른 도착을 할 수 없다).

4 개의 추축국 3월 증원이 이른 도착에 
대해 확인한다.

교전 기지에 증원
만약 기지가 교전중이라면, 거기에 증원을 
할 수 없지만, 기지 옆 맵 밖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그들은 아군 기지의 동쪽 
또는 서쪽의 바로 옆인 한 헥스에 위치한 
한 그룹으로 간주한다.

다음 플레이어 턴에서, 그들은 오직 
일반적인 그룹 이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맵 바깥 지역에서 기지 진입을 위한 
헥스면 제한은 없다. 

Game Record Sheet
강화 동안,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이번 달에 
받은 BPs, 사용가능한, 사용한, 남겨놓은 
BPs를 기록하며, Redeployment, Rebuild 
와 추가 보급 카드에 BPs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기록한다.

 BP 비용 알려주기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다음의 기록을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Ÿ 남은 BP (지난달부터)
Ÿ 배치전환/ BPs 사용치
Ÿ Step Rebuilt/ BPs 사용치
Ÿ 추가 보급에 지출한 BPs
Ÿ 지뢰지역 설치에 지출한 BPs (설치 

위치는 보여주지 않는다.)

플레이어들은 적 Step Rebuilt 수치를 
자신의 Game Record Sheet에 기록할 수 
있다. 만약 적이 게임 중 기록을 읽어버렸을 
경우, 두 사람은 유닛의 전투력 및/또는 
분쟁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ROMMEL IN THE DESERT  TM

20Copyright © 1984-2004 Columbia Games Inc. Version 1.02

16.51 배치전환(Redeployment)
강화 동안, 혼란되지 않은 개별 유닛들은 

배치전환으로 그룹 참조 없이 이동(move)할 
수 있다.

하나의 배치전환은 한 유닛이 모든 도로 
보너스에 해당되는 것에 더해서 2 헥스를 
이동할 수 있다(ROMMEL 보너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각 배치전환에 1 BP가 
소비된다.

예: 1 BP에 대해, 아무 유닛 하나를 
해안고속도로를 따라 6헥스 배치할 수 
있다.

한 유닛은 강화 동안, BPs가 충분한 만큼 
원하는 횟수로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한 유닛들은 항상 아군 보급망 내에 
있어야만 한다(그리고 보급망이 겹쳐지는 적 
보급망에는 진입할 수 없다).

유닛들은 배틀 헥스를 통하거나 안으로 
절대 배치할 수 없다. 유닛들은 만약 최소 
한 아군 유닛이 뒤에 남아 있다면, 배틀 
헥스의 밖으로 배치할 수 있다(이것은 이탈 
또는 부분 퇴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불리한 효과는 없다).

16.52 수리를 위해 돌아가기(RETURN 
FOR REFIT)

기지로 배치하는 대신에 혼란되지 않은 
유닛들은 비용 없이 수리를 위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사용이나 혹은 재배치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리를 위해서 기지로 돌아온 유닛들은 
반드시 아군 보급망 내의 육상으로(해상은 
안 됨) 따라야 한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길을 표시 해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유닛들을 뒷면으로 하여 기지  
옆 보드 밖에 배치한다(현재 CV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다음 강화 
시작 시, 수리된 유닛들은 회복(똑바로 
새워서 기지에 놓는다)되어, 정상적인 
배치와 재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때 
기지가 교전 중인 경우 증원의 규칙에 
따른다.)

16.53 바다 배치전환(Sea 
Redeployment)

요새와 기지는 역시 항구이다. 유닛들은 
통제하는 항구 사이의 바다로 배치할 수 
있다(13.1).

바다 배치전환은 출발 또는 도착 항구가 
포위(13.5)되어 있지 않는 한, 거리에 
상관없이 유닛 당 1 BP 비용이다.

만약 어느 한 항구가 포위되어 있다면, 
바다 배치전환에 연합국은 4 BP 비용이고, 
추축국에 대해서는 금지다. 양쪽 항구 모두 
포위되어 있다면, 바다 배치전환은 할 수 
없다.

단일 강화 동안 출항/귀항할 수 있는 
유닛의 최대 수는 항구능력(13.3)에 
제한된다.

바다 배치전환과 육상 배치전환을 
결합할 수 있다.

16.54 재배치(REPLACEMENTS)
제거된 유닛들은 영구히 잃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유닛들은 기지에서 재배치 받는 
것으로 CV를 얻을 수 있다.

재배치 비용: 옆단 테이블에 한 유닛의 
1CV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BP가 표시되어 
있다. 정예 유닛은 2 CV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소모된다. 유닛들이 
만약 BPs가 충분하다면, 재배치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16.55 지뢰지대 건설(Buling 
Minefields)

강화 동안, 플레이어들은 아군 보급망 
내의 어떤 헥스에 비밀리에 지뢰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15 BPs를 소비할 수 
있다(배틀 헥스에는 할 수 없다).

원하는 지역을 비밀리에 Game Record 
Sheet에 표시한다. (이름이 없는 헥스에는 
“Alamein SW2”처럼 한 헥스로부터 방향과 
거리를 사용한다.)

아군 보급망 내의 두 개의 지뢰지대를 
비밀리에 제거하여, 한 개의 새로운 
지뢰지대로 비용 없이 즉시 건설할 수 있다.

16.6 보충 보급(Resupply)
이전 달에 소비한 모든 보급 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은 Dummy 
Card도 같이 버릴 수 있다.)를 모아서 덱에 
돌려놓는다.

덱을 섞고 각 플레이어(시나리오 당 
소개한 추가와 보너스 보급(13.4)에서 보급 
카드의 달에 대한 양만큼 그리고 보너스 
보급과 강화 동안 구입한 추가 보급을 
나누어 준다. 한 플레이어는 절대로 16장 
이상의 보급 카드를 가질 수 없다. 

배치전환(Redeployment)
유닛들은 기지로 배치하여, 재배치(16.54)를 
받은 후 다시 전선으로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배치하는 유닛들은 배틀 헥스로 
진입할 수 없다).

새롭게 도착하는 증원은 즉시 배치할 수 
있다.

유닛들은 추가적 보급선의 생성으로 우연한 
확장된 보급망의 결과로 인한 것조차 아군 
보급망(강화의 시작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에 어떤 헥스로 배치할 수 있다. 
보급망의 확장은 현재 강화 동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배치전환 예
단일 강화에서, 추축국은 한 유닛을 배틀 
밖으로 도로를 따라 Tobruk까지 배치할 수 
있다. 바다에서 기지로 배치하고, 재배치로 
추가하여 다시 바다를 통해 Tobruk까지 
배치하고 다시 도로를 따라 전선을 
향한다(그러나 배틀 헥스 진입은 할 수 
없다).

항구 능력 예
Tobruk이 포위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단일 강화에서 연합국은 Tobruk 밖으로 3 
유닛 그리고 안으로 2 유닛을 5BP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추축국은 단지 한 유닛을 
안으로 그리고 한 유닛을 밖으로 2BP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보급 카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진짜와 더미를 합한) 
보급 카드의 개수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진짜와 더미의 수는 비밀리에 잘 지켜야 
한다.

BP Costs Per CV
Armor & Recon 3
Anti-Tank (all) 3
Artillery (all) 3
Mech & Motor Infantry 2
Leg Infantry & Para 1
정예 유닛들은 한 스텝 증가를 위해 두배의 비용
Minefields 15
Extra Supply Car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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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승리 조건(Victory 
Conditions)

게임은 해당 시나리오 (18.0)에 대한 
지정된 월수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내림차순으로 아래에 나열된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승리 등급이다. 높은 
등급의 승리는 낮은 것보다 우선한다.

승점(VP)은 토너먼트 목적에 대한 각 
등급에 사용된다.

17.1 전략적 승리(Strategic Victory)
"Sudden-Death" 전략적 승리는 3개 

이상의 보급상태의 아군 유닛을 적 맵의 
끝으로 나가거나 적 기지를 통제(1.2) 
함으로써 달성한다. 만약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게임은 즉시 
종료된다. 10 VPs.

17.2 결정적 승리(Decisive Victory)
결정적 승리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상대보다 두 배 이상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유닛들은 (이탈리아 
유닛과 연합국 정예 유닛은 제외) 각 
유닛을 1.5로 계산한다. 5 VPs.

17.3 위치 별 승리(Positional 
Victory)

위치 별 승리는 게임의 종료 시 
포위되지 않은 상태로 Tobruk를 점령하는 
경우이다. 2 VPs.

17.4 감소 승리(Attrition Victory)
감소 승리는 게임의 종료 시 많은 수의 

유닛을 보유하는 것으로 얻는다. 독일 
유닛들은 (이탈리아 유닛과 연합국 정예 
유닛은 제외) 각 유닛을 1.5로 계산한다. 
1 VPs.

선택적 규칙(Optional Rules)
연합국 I-TANKS

연합국의 "육군 탱크" 여단 (1AT 및 
32AT)은 주로 느리고 무거운 "Infantry 
Tanks“로 구성한다.

I-tanks는 이동 범위로 2 대신에 3을 
가진다. 그들은 여전히 정예 유닛들이다 
(1스텝을 감소시키기 위해 2 명중이 
필요하다).

승리 계층구조 예
게임 종료 시 상대보다 두 배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Tobruk을 보유하고 포위되지 않은 
상태(위치 별 조건을 만족한 상태)이더라도 
결정적 승리로 승리한다.

유닛들 나가기
유닛을 내보내기 위해 맵 가장자리 헥스로 
이동하고 맵 밖으로 이동을 계속한다. 나간 
유닛들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승리
로 이끄는 경우에만 유닛을 내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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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시나리오
일단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위한 시나리오에 동의한다면,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시작 

군대와 증원을 선택한다. 시작 군대를 지시대로 배치하고 출연하는 그들의 달에 증원을 
정리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유닛들은 그들의 최대 CV로 시나리오를 시작한다.

추축국 플레이어가 항상 먼저 배치한다. 자유 배치 유닛들은 적이 점령하지 않은 
지정된 지역에 어떤 보급이 되는 지역에 놓을 수 있다.

초기 보급 카드를 나눠 갖는다.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한 세트를 가져오고 자신의 
초기에 손에든 전체를 버릴 수 있다(추축국 먼저 그리고 연합국). 이것은 오직 한번만 할 
수 있다. 손에 다시 가져온 것으로 플레이해야만 한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먼저 턴을 가지고 시작하는 달에는 주도권 
변경(Initiative Challenge)이 허락되지 않는다.

18.1 1940년 시나리오
시작: 1940년 9월 (첫 달)
기간: 6 개월
종료: 1941년 2월(여섯 번째 달)
시간: 2시간

추축군 시작 군대:
8개의 이탈리아 유닛. Libya와 Sidi 
Omar에 자유배치.

추축국 초기 보급: 카드 6장
추축국 보충 보급: 카드 2장
추축국 증원: 

세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연합국 시작 군대
다음 4개의 유닛을 Egypt에 자유 
배치 사용으로 배치한다.:

연합국 초기 보급: 카드 3장
연합국 보충 보급: 카드 3장
연합국 증원:

두 번째 달:

네 번째 달:

시나리오 특수 규칙
1. 추축국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롬멜 

보너스를 적용할 수 없다.

2. 각 플레이어는 각 달의 강화 점수에 
대해 주사위 1 개(2개 대신에)만을 
굴린다.

1940 역사 해설
1940년 9월, 영국은 홀로 남았다: 프랑스는 
함락되었고 러시아와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 영국에 대한 공격은 점차 
격렬해지며, 이탈리아는 이집트를 침공하여 
운하를 점령하기 위해서 북부아프리카에 
병력을 집중시켜, 지중해로부터 영국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영국은 이집트에 대한 
추가 병력을 보충할 수 없었으며, 수많은 
영국의 부대가 공격을 막아내기는 
하였지만, 결국 퇴각하고야 말았다. 
Graziani가 지휘하는 이탈리아군은 Sidi 
Barrani까지 진군하여, 진지를 구축한다. 
이탈리아의 정비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고, 10월 영국은 이탈리아의 
정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급습을 감행한다. 
Grazizni의 군대는 급습의 충격에 
무너졌다: 절반은 포획되고 나머지는 
리비아 해안의 요새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영국군이 Bardia와 Tobuk의 요새를 
포위하여 Graziani 부대의 대부분을 
붙잡는다. 마지막 남은 이탈리아군의 
Agheila로 탈출하려는 시도는, 영국군에 
의해 Bada Fomm에서 차단되었다. 전체 
이탈리아 군의 15만명이 영국군 3만명에 
의해 4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붙잡혔다. 
영국군은 거침없이 Tripoli, Churchill까지 
진군하여, 그리스까지 위험한 확장을 하게 
된다. 드디어 ROMMEL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1940 전략 개요
이탈리아는 군대와 보급에서는 우위지만, 
대단히 취약한 기동력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영국은 Infantry가 부족하지만, 
게임 후반에는 Armor와 보급의 우위가 
나타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빼앗긴 지역을 
되찾아, Tobruk를 포위하여, 이탈리아군을 
승리를 위해 감소시킨다.

출연하는 달(Month of Appearance)
블록에 있는 출연하는 달 코드는 1940년 
시나리오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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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941년 시나리오

시작: 1941년 4월 (1 월)
기간: 10 개월
종료: 1942년 1월 (10 월)
시간: 3-4시간

추축국 시작 군대:

El Agheila: 모든 “S" 유닛(총 10개).
추축국 초기 보급: 6 장
추축국 보충 보급: 2 장/달
추축국 증원:

3, 5, 7 달(12유닛)

연합국 시작 군대

Egypt와 Lybia에 자유 배치: 모든 “S" 
유닛(6개 유닛)
Tobruk: 모든 “T" 유닛(6개 유닛)

연합국 초기 보급: 6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2, 4, 6, 8, 10 달 (24 유닛)

18.3 1941-42년 캠페인
이번 시나리오는 1941과 1942를 결합한 

것이다. 보충 보급뿐만 아니라 초기 군대와 
초기 보급은 1941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한다. 기본적인 승리조건을 적용한다.

시작: 1941년 4월 (1 월)
기간: 20 개월
종료: 1942년 12월 (20 월)
시간: 6-8시간

10개월 이후부터, 11-20개월까지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고, 11개월 시작에 다음을 
변경한다.
Ÿ 월 마커를 “1”로 돌려놓는다.
Ÿ 양측 플레이어는 11개월에 일반적인 

강화를 실행한다. 1942년 말까지 
“있는 대로” 살아있는 유닛과 함께 
계속 플레이한다.

Ÿ 추축국의 보충 보급은 3 장/달로 
증가한다.

Ÿ 추축국의 “M"(Malta 그룹) 유닛들은 
선택적 추축국 증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1942년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18.4 CRUSADER

시작: 1941년 11월 (8 월)
기간: 3 개월
종료: 1942년 1월 (10 월)
시간: 1-2시간

추축국 시작 군대:

Lybia, Sidi Omar와 Sollum에 자유 
배치: 총 22 유닛: 모든 3, 5, 7 달 
유닛들에 모든 “S“ 유닛을 더한다.

추축국 초기 보급: 10 장
추축국 보충 보급: 2 장/달
추축국 증원: 없음

연합국 시작 군대:

Tobruk에 5개 유닛까지 그리고 
Egypt에 자유 배치한다(총 28개).: 모든 
2, 4, 6, 8 달 유닛과 모든 “S"와 "T" 

유닛을 더하고, 다음은 제외한다.

연합국 초기 보급: 12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10 달(4 유닛)

시나리오 특수 규칙

1. 연합국은 먼저 플레이어 턴을 
가진다.(변경 없음)

2. Tobruk은 지뢰지역을 가진다.

1941 Historical Commentary
1940-41년 겨울에 이탈리아의 처참한 
패배이후, 추축국 최고 사령관은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를 도와주기 위하여, 
ROMMEL과 Afrika Korps의 신형 무기를 
북아프리카에 급파한다. 한편 영국전선은 
중간 중간 길게 늘어진 상태로 그리스까지 
확장되어있었다.

4월 초 El Agheila로부터 공격을 시작한, 
ROMMEL은 그의 강력한 부대로 상대의 
약점을 공격적으로 돌파하였다. 기만, 속임 
과 대담한 작전 등으로, Tobruk을 
우회하여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이집트 
문전까지 진격한다. 하지만, 요새에 대한 
급조된 강습은 1만2천명의 호주 
방어부대에게 차단된다.

다음 달에, ROMMEL은 Tobruk을 
공격하나 실패하게 되며, 두 번의 영국측 
공격도 무위로 끝나 요새를 해방시키지는 
못했다. 양측은 대치상태로 힘을 비축하게 
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프리카가 
추축군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짐에 따라, 
영국측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10월에 ROMMEL의 Tobruk에 대한 공격 
작전이 거의 준비되었을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연합국 공격인 “Crusader"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2주간의 믿을 수 없을 만한 
전투의 혼란 이후, 양측은 탈진상태가 되어, 
ROMMEL은 전력의 부족함으로 퇴각을 
하게 된다. 그는 연합국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며, El Agheila로 퇴각한다. 
ROMMEL의 최초 공격은 아깝게 
실패하였다.

1941 전략 개요
추축국은 유닛의 능력과 기동성에 우위에 
있지만, 보급이 부족하며, 연합국은 
지형적인 유리함 과 추가 유닛과 보충이 
월등하다. 퇴각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합국은 주요 보급물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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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Battleaxe

시작: 1941년 7월 (4 월)
기간: 7 개월
종료: 1942년 1월 (10 월)
시간: 2-3시간

추축국 시작 군대:
Tobruk을 제외한 Lybia에 자유 
배치(총 14 유닛): 

추축국 초기 보급: 4 장
추축국 보충 보급: 2 장/달
추축국 증원:

5, 7 달(8 유닛)

연합국 시작 군대:
Egypt 와 Tobruk 내에 자유배치하고 
Tobruk에는 최대 5개 유닛을 
배치한다(18 유닛).

연합국 초기 보급: 8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6, 8, 10 달(16 유닛)

Battleaxe
이번 시나리오는 1941 캠페인 중 
ROMMEL이 Tobruk을 공략하며 전선을 
유지하던 4개월째부터를 뽑아놓은 것이다. 
영국은 지역을 포기하면서 많은 손실을 
면할 수 있었고, 보급의 우위를 지켜나간다. 
[이번 시나리오는 '1987년 Origins'에서 
토너먼트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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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942 SCENARIO

시작: 1942년 2월 (11 월)
기간: 10 개월
종료: 1942년 12월 (20 월)
시간: 4-5시간

추축국 시작 군대:
El Agheila: 아래의 다음 유닛 중 

14개(추축국 플레이어의 선택). 
Mersa Brega: 다음 유닛 중 

10개(추축국 플레이어의 선택).

추축국 초기 보급: 5 장
추축국 보충 보급: 3 장/달
추축국 증원:

17, 19 달과 “M" 유닛 (8 유닛)

Malta 그룹: 추축국 “M" 유닛들은 
선택적 증원이다. 이들은 아무 강화 동안 
도착할 수 있지만, 추축국 보충 보급은 달 
당 2장의 보급을 즉시 내려놔야 한다.

연합국 초기 군대
Lybya 및/혹은 Egypt에 자유배치 

(10개 유닛).

Tobruk (10개 유닛):

Alexandria (8개 유닛):

연합국 초기 보급: 5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12, 14, 16, 18 과 20 달(24 유닛)

1942 Historical Commentary
El Agheila 까지 퇴각하는 ROMMEL을 
추격한 후, 영국은 다시 반대편 
중동지역으로 군을 나눈다. ROMMEL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영국을 “Gazala 
line"까지 밀어낸다. 영국은 다시 반격을 
준비하였지만, ROMMEL은 방어선 남쪽으로 
우회하여 영국의 준비를 차단하기 위한 
해안 쪽으로의 공격으로, 이를 격퇴시켰다. 

그는 상대방의 전선 뒤에서 잠시 
고립되었지만, 영국은 이런 기회를 
잡기에는 너무 느렸기에, 보급선을 
지뢰지역 너머로 이동시켰다. 영국 탱크가 
마침내 공격을 하였지만, 반격에 의하여 
패배하였다.

ROMMEL은 영국군을 추격하면서 
Tobruk을 통과하여, 다시 야간에 돌아와 
요새를 접수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연합국을 
기만시킨다. Tobruk에서의 풍부한 물자로 
재보급 받은 ROMMEL은 Egypt로 
나아간다. Mersa Matruth에 주둔한 
영국을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승리한 후, ROMMEL은 Suez로 통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Alamein line 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공격하였으나, 
연합국의 C-in-C (근동의) Auckenleck 은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기술적으로 이를 
피하게 된다. 몇 주의 혼란이후, 양측은 
다시 소강상태로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연합국의 전열정비가 자신들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ROMMEL은 8월말 
Alam Halfa를 통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지뢰와 보급 부족에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

Montgomery는 공격하기 전에 전열을 
완벽하게 정비하였다. 10월 말에 그는 
대단히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다. ROMMEL은 당시 철수를 
위해 병상에서 돌아왔지만, Hitler에 의해 
수포로 돌아간다.

영국은 이탈리아 군을 격파하고 Afrika 
Korps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ROMMEL은 남은 기동 부대를 가까스로 
구해내서 탈출하였지만, 연합국은 Morocco 
와 Algeria에 상륙한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추축국은 종말을 맏이하게 되었다.

1942 Strategy Overview
추축국은 당시 보급은 연합국 보다 상태가 
좋았었지만, 전열의 상태가 심각하였다. 
다시 수송부대의 공격은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 받은 추축국 부대의 
바람직한 재 전열은 시간적인 요소와 
연합국의 재정비, 지뢰지대의 출현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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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GAZALA
시작: 1942년 5월 (14 월)
기간: 2 개월
종료: 1942년 6월 (15 월)
시간: 1-2시간

연합국 시작 군대:
전선의 서쪽 혹은 서쪽으로 자유 배치: 
Gazala- Segnali Rotunda- Tengeder- 
Tright el Abd- 남서쪽 소로에서 
Agedabia까지(24개 유닛):

추축국 초기 보급: 10 장
추축국 보충 보급: 3 장/달
추축국 증원: 없음

연합국 시작 군대:
전선의 동쪽 혹은 동쪽으로 자유 배치: 
Acroma- Sidi Mufta- Bir Hacheim- 
Retma- Bir Guba- 소로에서 Jarabub 
Oasis까지(20개 유닛):

Alexandria (16개 유닛):

연합국 초기 보급: 12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없음

시나리오 특수 규칙
초기 배치 전에 각 플레이어는 30 BPs를 
받는(주사위 굴림 없이) 특수 게임 전 
강화를 한다. 연합국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한다. 이 BPs는 평소대로 재배치, 
배치전환, 추가 보급 카드 혹은 
지뢰지역에 소비할 수 있다. 게임에서 
다른 강화는 일반적으로 진행한다.

Gazala
이 시나리오는 아마 캠페인에서 
ROMMEL의 가장 주목할 만한 컴백 승리를 
위한 무대로 시작된다. Tobruk에 대한 
그의 두 번째 추진은 오래된 이탈리아 
Tobruk 방어물로부터 지뢰를 수송하여 
영국이 신속하게 함께 던진 지뢰지대 
상자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연합군 경계를 
만났다. 

연합국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로멜은 믿을만한 'right hook' 계획으로 
먼저 공격했다. 아프리카 군단은 Bir 
Hacheim을 앞세우고 Retma에서 영국의 
모바일 부대를 격파했지만, but the 
minefield boxes of the Gazala Line and 
especially Koenig’s stolid Free French 
at Bir Hacheim held firm. 로멜은 보급 
없이 영국 전선 뒤에 갇혀있었다.

영국의 실수로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한 후, 로멜은 테이블을 돌려 영국을 
패주시켰고, Tobruk을 가졌다. 영국은 
여기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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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ALAMEIN까지 추격
시작: 1942년 6월 (15 월)
기간: 6 개월
종료: 1942년 11월 (20 월)
시간: 2-3시간

AXIS STARTING FORCES
Libya에 자유 배치(22 units):

추축국 초기 보급: 8 장
추축국 보충 보급: 3 장/달
추축국 증원:

17, 19 and "M" unit (8 units)
Malta 그룹: 추축국 “M” 유닛들은 
선택적 증원이다. 그들은 아무 강화에 
추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추축국 보충 
보급은 그 강화 시작 달 당 2장을 즉시 
내려놔야 한다.

연합국 시작 군대
Egypt에 자유 배치(16개 유닛):

Alexandria (12개 유닛):

연합국 초기 보급: 8 장
연합국 보충 보급: 3 장/달
연합국 증원:
16, 18과 20 달 (16개 유닛)

Alamein까지 추격
Gazala 후 1 개월 만에 로멜은 많은 영국 
육군을 죽이고 막대한 보급으로 Tobruk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Afrika 군단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큰 손실을 또한 
겪었다.

로멜은 추축국 사령부에 Malta 습격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집트에 대해 재빠른 
추격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력과 보급품을 
투입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군대는 그 일에 약간 부적합하다고 
증명되었지만 "위기일발"이었다. Malta를 
제거하지 못하면 추축국의 보급 문제가 
늘어날 것이었다. 반면 영국은 기지 
근처에서 빠르게 재건하여 Alamein을 
사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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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게임 시현: 1940년
배치

추축국 플레이어는 한 개의 유닛을 
Bardia에, 네 개의 유닛을 Ft. Capuzzo, 
세 개의 유닛을 Sidi Omar에 각각 초기 
배치한다. 연합국은 Sollum에 한개, Buq 
Buq에 두 개 그리고 Sofafi에 한 개의 
유닛을 배치한다. 이동 그림에서 유닛의 
현재 CV는 유닛 표시의 위쪽에 표시된 
숫자이다. 배틀 대형 그림에서는 배틀 
대형에서 서로 마주보는 있는 것을 
보여준다. 추축국은 6장, 연합국은 3장의 
보급 카드를 받는다.

게임 1 달:
첫 추축국 플레이어 턴

게임의 처음 시작하는 월이기 때문에, 
강화는 생략한다. 추축국은 한 장의 보급 
카드(기본 턴)를 사용하여 Sollum으로 
재편성 이동을 한다. (지휘 점은 “C"로 
표시하며, Ft. Cupuzzo가 있는 자리이다.) 
최대 3개의 추축국 유닛이 Sollum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들 유닛은 상대방의 
헥스로 산맥의 협곡을 통해 이동한다. 다른 
추축국 유닛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닛이 추가로 재편성 이동 목적지인 
Sollum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제 연합국 플레이어는 배틀 거부를 
선택하고 철수 이동을 이용하여 공격 받은 
그룹(이 경우는 오직 한 유닛)을 즉시 퇴각 
시킬 수 있다. 연합국 플레이는 Sidi 
Barrani로 철수를 선택한다. 이 이동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철수 
이동이다. 즉 1) 유닛은 자신의 기지 
방향으로 유효한 보급선(해안 고속도로)을 
따라 이동 하였으며, 2) 앞쪽의 헥스를 
포기하여 보급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그룹도 상대방에게 유닛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퇴각한 유닛은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혼란상태가 되며, 추격 사격을 받는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추축국 플레이어에게 
(가장 이동 속도가 느린 유닛) 퇴각하는 
유닛이 mechanized unit 이라고 알려준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mechanized 또는 보다 
빠른 유닛이 없기 때문에, 추격을 할 수 
없다. 혼란 상태의 유닛은 보이지 않도록 
눕혀놓는다 (그림의 “D"). 전투는 없었기 
때문에 추축국의 플레이어 턴은 끝났다.

게임 1 달:
첫 연합국 플레이어 턴

연합국 플레이어는 보급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턴을 패스한다. Sidi 
Barrani에 있는 혼란상태의 유닛은 아직 
회복되지 않는다. (혼란상태도 상대방의 
완전한 한 턴을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 1 달:
두 번째 추축국 플레이어 턴

추축국 플레이어는 한 장의 보급 
카드(기본 턴)을 사용하여 Ft. Cupuzzo의 
그룹이 이동한다. 두 개의 유닛은 Buq 
Buq를 공격하며(한 개의 헥스 면을 통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유닛의 수), 나머지 
유닛은 Sidi Omar 그룹에 합류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이번에는 전투를 
하기로 결정하여, 먼저 공격한다(방어 
사격). armored 유닛은 이중 사격(DF)의 
공격으로 두 번의 공격을 성공하였으나, 
mechanized infantry (SF)는 공격실패 
한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infantry 유닛 중 한 
개를 2CV 감소시킨다(또는 두 개의 유닛 
모두 1CV씩 감소시킬 수도 있다).

추축국 플레이어의 모든 infantry 유닛 
(4CV 와 2CV)는 단일 사격(SF)으로 
공격하여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킨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mechanized infantry 
유닛을 1CV 감소시킨다. 컴뱃 페이즈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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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 달:
두 번째 연합국 플레이어 턴

Sidi Barrani에 있는 혼란상태의 유닛은 
회복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보급을 
모으기 위해서 패스를 선택한다. 한 번의 
철수 이동이 패스 턴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국 플레이어는 Sidi Barrani의 동쪽 
헥스로 재편성 이동을 한다. 지휘 지점은  
Buq Buq이다 (산맥은 지휘 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유닛이 기지를 
향하는 보급선을 따라 이동하며 보급망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철수 
이동이다. 

Buq Buq로부터의 유닛들은 전투에서 
퇴각하였기에 혼란상태가 된다. 이들 
유닛은 추적하는 유닛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추격은 일어나지 않는다.

게임 1 달:
세 번째 추축국 플레이어 턴

추축국 플레이어는 공격 턴을 선택하여 
두 개의 그룹 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장의 보급 카드를 사용한다: 1) Sollum으로 
부터의 두 개의 유닛이 Sidi Barrani를 
공격하는 한편, 다른 한 유닛은 연속적 
보급을 구성하기 위해서 Sidi Omar로 
이동하며, 2) Sidi Omar로부터 세 개의 
유닛을 이동하여 두개의 유닛은 
(non-mechanized 유닛은 강제행군이 
성공하여) Sofafi까지 이동하는 한편, 
나머지 유닛은 (Sofafi에서 Sidi 
Omar까지의)연속적 보급을 위해서 Bir 
Habata로 이동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mechanized 유닛을 
Mersa Matruth로 철수시킨다. 역시 
추격은 없지만, 혼란상태가 된다.

게임 1 달:
세 번째 연합국 플레이어 턴

Mersa Metruth 서쪽에 있는 두 개의 
혼란 상태인 유닛은 회복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을 패스하며, 이동을 
하지 않는다.

게임 1 달:
네 번째 플레이어 턴

네 장의 보급 카드를 사용한 추축국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을 패스하며, 자신의 
남은 두 장의 보급 카드를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기로 한다. 양 플레이어 모두 
자신의 턴을 차례대로 패스하였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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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 강화
달 기록 마커를 “2”로 이동시킨다. 

Mersa Matruth에 있는 혼란상태의 유닛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양 플레이어는 각각 한 개(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4”, 추축국 플레이어는 
“5”가 나와서 양측 플레이어는 9 강화 
점수(BPs)를 받는다. 연합국 플레이어의 
주사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BPs를 
사용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2개의 추가 유닛을 
자신의 기지에 증원 받으며, 2 BPs를 
사용하여 전선으로 배치를 한다. 또한 피해 
받은 infantry 유닛을 자신의 기지로 
이동(1 BP)하여, 1 스텝 복구(2 BP)하여, 
Mersa Matruth로 다시 배치(1 BP)한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3 BP를 남겨놓는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Buq Buq에 있는, 
자신의 피해 받은 infantry 유닛을 
Bardia로 이동(1 BP)하여, 해상을 통해 
자신의 기지로 이동(1 BP)하여 2 스텝을 
복구(2 BP)하여 바다 배치전환에 의해 
Tobruk로 이동(1 BP)한다. Bardia의 
추축국 항구 능력(1)을 이미 기지로 유닛을 
보낼 때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시 
Bardia로의 바다 배치전환은 불가능 하다. 
Tobruk로부터 유닛을 Sofafi로 배치(2 
BP)한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남은 2 BP를 
남겨 놓는다.

모든 배치전환은 보급선을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용한 모든 보급 카드를 남은 카드 
덱과 다시 섞는다. (이때 플레이어는 원하지 
않는 더미 보급 카드들을 돌려놓을 수 
있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2장의 카드를 
받고 연합국은 3장의 카드를 받는다.

연합국 플레이어는 먼저 플레이어 턴을 
시작하기 위해 도전을 원하고 한 장의 보급 
카드를 낸다. 추축국 플레이어는 도전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연합국 플레이어는 
카드를 뒤집어 확인한다. 카드는 Dummy 
Card 이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추축국 
플레이어는 다시 자신의 턴을 먼저 
시작한다.

두 번째 달의 강화가 완료되어 추축국 
플레이어부터 플레이어 턴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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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구글의 힘을 빌어 만든 것으로서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두었다. 능력 부족ㅡㅡ;;
20.0 전략 노트
보급선

보급선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뒤쪽에서 
적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보급으로부터 
차단된 유닛은 혼란에 빠지며 신속히 
오버런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어 정면은 바깥쪽 움직임을 
막기에 충분히 넓고 정면 공격을 견딜 만큼 
강하거나 깊어야한다.

이것은 이동과 공격 효율에 반하는 힘의 
분산을 의미한다. 플레이어는 이러한 
충돌하는 요구 사항 간의 최적의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예비(RESERVES)
B이탈 유닛이 혼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탈 유닛의 예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틀에서 유닛은 고정에 효과적이다. 
그들은 값 비싸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퇴각과 개편 없이 다른 곳에서 개입 할 수 
없다. 모든 유닛이 참여하면 유연성이 
손실된다.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이나 
돌파구, 기회를 악용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퇴각 할 방법이 없다.

전장 결과는 작은 전투력의 차이에 민감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힘을 
저지르는 것이 종종 유혹적이다. 그러나 
그런 배틀을 패배하는 것은 종종 캠페인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퇴각을 충당하기위한 
예비 유닛이 없다면, 몇 유닛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배틀
사막의 로멜에서는 여러 배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군대가 
그러한 배틀 중 하나를 잃으면 그 전체 
위치가 손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술은 다른 전투에서 
"라인 유지"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이 전술은 
대개 한 전투에서 큰 노력과 작은 힘으로 
다른 적 그룹을 공격하고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목표는 적군의 증원에 교전하여 
고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 교전이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더라도 
중요한 적군의 중립화와 배틀에 대한 적의 
접근 제한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유닛 수 승리 조건과 재건 가능성으로 
인해, 플레이어는 가능한 한 일찍 부적절한 
상황에서 물러나는 유닛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한다.

MOBILE DEFENSE
고도의 모바일 환경과 공격의 우세로 

인하여 역습과 위협은 종종 수동적인 
방어보다 효과적이다.

보드상의 방어 지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열악한 군대가 보급 된 
상대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위치는 거의 
없다. 유일한 진정한 방어 위치는 El 
Agheila와 Qattara와 지뢰밭을 기반으로 
하는 병목이다.

지뢰지대는 비싸다. 지뢰지대 건설의 
시기와 위치는 방어적인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선견지명이 가장 
필요하다.

시간과 보급이 주요한 요인 일 때, 
전략적 방어에 대한 플레이어는 적 전진을 
지연시키고 최대 적의 보급 비용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반대로 
물러나서 다른 플레이어를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 할 수 있다. 강력한 자세를 유지하면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적시에 철수하면 적을 공중에서 공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바일 방어 전략은 실행하는 
것보다 설명하기가 쉽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의 이동 효율로 
사람을 배치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비책(fallback)" 라인의 준비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전략 방어
방어에 서면 몇 가지 철학이 실행 

가능하다. 최선의 선택은 지리, 힘, 보급 
균형 및 시간에 대한 고려에 달려 있다. 세 
가지 기본 방어 배치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선형 방어(Linear Defense) (강한 
전선)는 소모에 관해서는 좋지만, 바깥에서 
병목 현상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능한 
측면에서 들어온다. 이 방어 스타일은 약한 
준비금을 의미하며 공격적인 위협이 거의 
없으며 유연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방어는 좋은 힘과 
방어적인 자세로 더 매력적이게 된다.

• 깊게 방어(Defense-In-Depth 
provides)는 가능한 전격전에 대한 좋은 
보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결과로 생기는 
힘의 분산에는 명백한 이동과 전투상의 
단점이 있다. 이 방어는 적의 보급 비용을 
추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적의 손실에 
비해 아군 유닛의 소모에는 매우 비싸다.

• 강력한 중앙 예비(A Strong 
Central Reserve)는 약한 전방 벽을 
희생하면서 최대한의 유연성과 공격 위협을 
제공하여 최전방 유닛을 (초기에) 불리한 
교전에 노출시킨다. 이 정렬에서 강하게 
반격하거나 좋은 순서로 후퇴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전격 기습이 침투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전진 선이 약해져서는 안 되며, 예비의 
참여로 인해 이배치의 모든 이점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공격(OFFENSE)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는 플레이어는 

신속하고 예상치 못한 기동, 여러 가지 
위협, 높은 파워 턴 옵션 및 고정 교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거나 
증가시켜야한다. 목표는 상대방에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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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력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점점 더 
비효율적인 응답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음 이동 준비를 할 수 
없는 단기적인 위협에 대처해야한다.

힘의 집중은 강압적 인 권력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며, 방어와 공급의 필요에 
의해 조정된다. 이동을 계획 할 때 향후 
분산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명백한 이동과 전투 집중의 장점 
외에도 분산 된 군대를 재편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상대방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다.

21.0 디자이너 노트

사막의 로멜은 역사적인 캠페인에서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전쟁에서 간과되는 
전략의 중요한 모든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다. 놀라움과 속임수, 허풍과 신경 
같은 요소는 단순히 좋은 게임 기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서부 사막에서 발생했느냐를 설명하기위해 
필요하다.

이 게임은 또한 조직 및 시간 제약 
하에서 타협의 필요성을 강요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명령 문제를 반영한다.

유닛들

게임에서 유닛에 할당 된 CV는 바로 그 
전투 가치를 나타 내기위한 것임을 
이해해야한다. 부하의 수와 장비의 질과 
양은 전투에서 군대 형성의 효과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려는 것은 
아니다. 리더십, 훈련 및 사기 같은 요소는 
단순한 수치보다 "전투 가치"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군부대는 80 % 이상의 사상자를 
보유한 후에도 계속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부는 10 %의 손실을 입기 전에 
항복하거나 붕괴된다. 인력과 장비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유닛은 
제로 전투 가치로 축소 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터프하고 확고한 군인의 응집된 
형성조차도 통신 불량, 잘못된 교리, 
부적합한 무기, 불충분 한 이동성 또는 
나쁜 리더십으로 인해 전투 가치가 제한 될 
수 있다.

새롭고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존하는 군대에 의해 달성 된 효율성의 
갑작스러운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기술적' armor와 대전차 부대가 게임에 
포함되었습니다.

연합군 배틀 명령은 게임에서 유닛의 
역사적인 "오락가락"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여단의 정확한 수와 유형은 
보존되지만, 연대표의 역사적 명칭 (관심 
대상인 경우에만)은 틀린 경우가 있으며, 한 
역사 유닛이 다른 것으로 대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게임 내외부의 비생산적인 
이동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유닛이 많은 경우 
캠페인을 특정 시점에 두고 유사한 단위로 
대체되었다. 이 게임에서 원래 유닛은 
연합군 OB에서 교체된 유닛을 나타내는 
플레이 상태를 유지한다. 연합군은 수개월 
동안 훈련과 순응을 위해 후방 지역에 
새로운 유닛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닛은 전장에서의 역사적 모습을 
토대로 게임에 도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열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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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MOVEMENT)
그룹 이동은 힘의 집중과 조직에 대한 

예지와 계획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다. 지휘관은 멀리 
떨어진 군대와 관련된 완벽한 기동을 항상 
수행 할 수는 없었다. 현대 통신 시대에 
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이동 제한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상대방의 통신은 매우 
빠르다. 그는 지휘관이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기 전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룹 이동 시스템의 효과이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룹 이동은 "시간 사용"(또는 템포)을 
강조한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문제를 야기 
할 때 자신의 시간을 차지할 상대방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기술에 대한 로멜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사건이 빠르게 발생하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 고출력이지만 값 
비싼 다중 이동 턴 옵션을 사용하여 기어를 
변속하는 기능은 적의 기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컴뱃
게임의 전투 시스템 또한 독특하다. 

대부분의 전투 시스템과는 달리, 그것은 
사막 전쟁처럼 방어자에게 약간만 
유리하다. 사막은 육체적 또는 시각적인 
표지의 방법으로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동성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며 
단위 밀도는 매우 낮았으며 내륙 측면에 
항상 달려있었다. 북아프리카는 실제로 
역습 "모바일 방어"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었다. 고정 보병 방어는 광범위하게 
요새화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었다.

현실적인 결합 무기 효과는 전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전투의 수학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력 
차별화가 시간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화력 우세의 "가속 효과"가 있다.

전투 시스템은 우월성이 성공을 보장 할 
수 없는 다양한 결과를 산출한다. 전투에서, 
일들이 거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진정한 지휘관은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아니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병력의 진정한 "전투 가치"를 
알거나 "전투 결과 테이블"을 컨설팅하는 
보안을 갖고 있지 않다. 사막의 로멜에서는 
플레이어들에게 동일한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배틀
확장된 교전을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단순히 전투를 시작한 다음 단일 주사위 
굴림으로 주어진 결과를 받아 들이 기 
보다는 전투를 관리해야한다. 전투가 
전개됨에 따라 퇴각시기, 개최시기 및 보유 
할 시기와 장소는 지휘관에게 있다.

퇴각 규칙은 이동 환경에서 교전한 
세력을 해고하고 예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게임에서 고정 해제된 예비 없는 
플레이어는 군사적으로 파산하여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 할 힘이 없다.

보급
게임의 보급선은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한 플레이어는 적군이 진출하기 전에 
녹아내리는 부서진 유닛 군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소로와 오솔길을 따르는 부대의 연결은 
어려운 지형을 통한 긴 보급의 문제와 전투 
부대를 희생시키면서 더 많은 지원 부대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보급 카드는 소모품뿐만 아니라 제어 
시간 및 턴 옵션을 나타낸다. 달의 가변 
길이 및 턴 옵션의 선택은 캠페인의 
"단속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지시된 보급 
노력을 허용한다. 기본 턴은 가장 
효율적으로 소모품을 사용하는 것이다(더 
높은 옵션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줄어든다). 
고사양 옵션을 잘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뒤집을 수 있다.

작지만 잘 보급된 군대는 강하지만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군대와 일치한다. 
보급 수준의 비밀은 기만과 신경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속임수는 때로는 
덜컥 거리거나 사기를 꺾은 상대와의 
전투에서 전투를 수행 할 수 있지만 위협은 
확실해야한다.

승리조건
승리 조건에는 감소와 위치가 모두 

포함된다. 상대적 값은 VP로 평가된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2 : 1의 우위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공급을 받는 이가 우세의 
힘으로 전략적인 승리를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작은 승리 조건은 
Tobruk을 중심으로 한다. 이 요새에는 
군사적 가치가 있었지만 Tobruk를 
유지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이점은 
연료에서부터 탄약, 심지어 물까지 모든 
것이 수입되어야하는 지역에서 가장 
방어적인 항구라는 지위였다. 이러한 
이유로 승리 조건은 항구가 포위되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Tobruk 
소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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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E MONTH
Buildup (except first Month)
Initiative Challenge
First Player-Turn
Second Player-Turn

BUILDUP SEQUENCE
Advance Month
Buildup Supply Check
BP Determination
First Player Buildup
Reinforcements
BP Expenditure
Replacements & Redeployments
Minefield Construction
Allocate BPs for Extra Supply

Resupply (draw all cards at 
once)
Monthly Resupply
Extra Supply (allocated above)
Bonus Supply (Fortress 
Capture)

Second Player Buildup
  (repeat player 1 procedure)

PLAYER-TURN SEQUENCE
Initial Supply Check
Determine Unit Supply
Disruption Recovery

Turn Option Selection
Supply Commitment (hidden)

Movement
Group/Regroup Move(s) [R*]
Retreats (Full and Partial)
Probe 컴뱃 (if Partial)
Pursuit Fire (Retreating units)
Move/Disrupt Retreating Units [R*]

Forced Marches
Refuse 배틀 (Passive Player)
Pursuit Fire
Withdrawal [R*]

컴뱃 (not Pass Turn)
Active 배틀
Defensive Fire [R*]
Offensive Fire [R*]

Blitz Movement (Blitz Turn)
    (as Movement)

Blitz Comba t (Blitz Turn)
    (as Comba t)

Final Supply Check
Disrupt Unsupplied units [R*]

Supply Cards Revealed

[R*] ROUT POSSIBLE (Interrupts Play)
Rout Attrition
Pursuit Fire
Withdrawal Move
Continue 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