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 순서 : 1.NATO 행동, 2. 소련 행동, 3.폭풍이 동쪽으로 이동

승리 조건 : NATO는 극지-기지 중 미션 카드에 따른 4곳을 파괴하면 승리, 소련은 NATO 잠수함 2대를 파괴하면 승리

NATO 행동 선 플레이어
한 턴에 최대 14칸 동안 이동 및/혹은 행동이 가능하다.

잠수함 이동  최대 20레벨로 시작
날씨와 무관하다

바다 수심 250 ft 450 ft 650 ft
최대 거리 6 칸 14 칸 14 칸

앞, 뒤로만 깊이 변화 베터리 사용: 1 배터리/ 1칸
깊이 변화: 200 ft/칸

메모: - 다른 잠수함 토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 음파 탐지기 아래로 이동한다면: 통과하는 “접촉<색상>”
- 제자리 있기 = 1 배터리

잠수함 산소흡입  턴 당 한 번 가능
1) 최소 1 유닛 배터리가 사용가능한지 확인
2) 잠망경 깊이(50ft)로 부상(칸 당 –200 ft)
3) 직선으로 2 칸 연속 이동(대각선 가능, 배터리 소모 없음)
4) 소련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두 칸에 정보 토큰 놓기
5) 배터리는 10 유닛 증가한다.
6) 잠수를 위해 아무 방향으로 3 칸까지 이동한다.(3 배터리 소비).
메모: - 여전히 최대 거리 유지

- 턴 당 1 번, 산소흡입
- 폭풍 6 등급에서는 할 수 없다.

잠수함 기뢰부설  턴 당 한 번 가능
1) 250 ft 수심에서 만 부설 가능
2) 직선으로 6 칸을 이동한다. 대각선은 안 된다.
3) 앞 5 칸에 기뢰 토큰을 놓는다.
메모: - 여전히 최대 거리 유지

- 게임 전체에 활성화 되어 남는다.
잠수함 기지 공격  턴 당 한 번 가능

1) 기지 칸 안으로 이동하고, 잠수함 토큰을 배치한다.
2) 임무 카드를 보여준다.
3) 잠수함은 수면에 있게 되고, 면역된다.
4) 게임에서 기지 안에 있는 모든 토큰을 제거한다.
5) 게임에서 기지 안에 있는 소련 선박을 제거한다.
6) 다음 턴 시작에 기지를 떠날 수 있다.
7) 기지는 남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Alpha: } Echo 기지에서 연료 토큰을 제거
Delta:
Charlie: } Echo 기지에서 무기 토큰을 제거
Foxtrot:
Echo: 사용한 토큰은 Echo로 돌아가지 않는다.
Bravo: 35 연료 유닛/연료 토큰 당, 1 salvo/무기 토큰 당

메모: - 임무에 속하지 않은 기지는 공격할 수 없다.
- 폭풍 6 등급에서 기지 들어가기 금지, 하지만, 떠날 수는 있다.

련 행동 후 플레이어
한 턴에 선박의 최대 이동거리 제한에 따라 이동, 소나 
탐색, 공격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할 수 있다.

소련 선박 이동  Delta와 Foxtrot 기지에 구축함 배치
바다 깊이와는 무관하다

폭풍 등급 1-3 4 5 6
최대 거리(칸)

구축함 18 14 13 12
공급 선박 16 12 11 10

컨테이너 선박 14 10 9 8

이동 칸 0-4 5-8 9-12 13-14 15-16 17-18
연료 사용 10 15 20 25 30 35

메모: - 폭풍 6등급에서는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그러나 하나는 떠날 
수 있다).

- 이동은 음파 탐지 및 연료 급유로 정지된다.
- 다른 아군 선박들을 위 또는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 충돌하기 = 선박은 수면에 있는 잠수함에 부딪친다.

→잠수함은 파괴되고, 선박은 피해를 받는다.
- 이동 끝에: 음파 정찰(잠수함은 접촉 시 색상만 알려준다)

음파 탐색  한 턴에 구축함 당 한 번.
1) 턴 당, 구축함 당, 한 번
2) 구축함의 좌, 우측에 음파 탐색 조각을 놓는다.
3) 단색 검정색이 배 앞쪽에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잠수함은 "접촉 없음"또는 "접촉 <색상>"이라고 말해야한다.
5) 발견된 경우: 구축함이 박격포 공격을 1 회할 수 있다.
메모: - 소나 토큰 사이의 칸에는 탐지할 수 없다.
박격포 폭탄 공격  한 턴에 구축함 당 한 번.

1) 1 일제 사격만 = 검은색 큐브 3개 + 화이트 큐브 3개
2) 제어판에 일제사격을 1단계 줄인다.
3) 접촉 지역 이내에 다른 6칸에 큐브를 배치한다.
4) 각 색상 큐브에 대해 공격 깊이를 선택한다(폭풍 등급 확인).
5) 정확한 칸 + 정확한 깊이: 1 명중 (빨간색 토큰)

정확한 칸 + 200 ft 오차 깊이: 0.5 명중 (노란색 토큰)
잘못된 칸 혹은 400 ft 오차 깊이: 명중 없음

메모: - 아군 선박을 포함하는 칸에 박격포 폭탄을 투하할 수 없다.

폭풍우 등급 1-4 5 6
공격 수심

200 ft ✓ ✓ ✓
400 ft ✓ ✗ ✓
600 ft ✓ ✗ ✗

물 류  선박 당 2개 운송 가능
1) 선(하)적 물류선박 <-> 기지: 기지 칸에 들어간 직후

칸은 턴에 기지 출입에 대해 둘 다 할 수는 없다.
2) 선(하)적 물류선박 <-> 물류선박: 같은 칸으로 이동

폭풍우 4등급 이상에서는 할 수 없다.
3) 하적 하는 공급선 ➞ 구축함: RAS를 통해서만 가능
메모: - 1 무기 토큰 = 2 일제사격. 1 연료 토큰 = 연료 당 50유닛

- 물류선박 = 컨테이너선 + 공급선.
RAS: 바다에서 공급  공급 선박을 사용

1) 폭풍우 등급 확인 < 6 (폭풍 6등급에서는 RAS할 수 없음)
2) 공급 선박을 구축함 1 혹 2척 사이로 나란히 이동한다.
3) 모든 선박이 함께 직선으로 4칸 이동한다(대각선은 불가능).
4) 이 4칸에 대해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다.
5) 공급 토큰을 소비하고, 구축함(들)에 분배한다.
6) Echo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연료/무기 토큰을 Echo로 이동한다.

그 외는: 게임에서 토큰들을 제거한다.
7) 관련된 모든 선박은 이번 턴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메모: - 여전히 최대 거리 유지

- 구축함에 연료가 부족하다면: 공급선을 인접한 칸으로 이동
박격포 혹은 충돌에 의한 잠수함 피해

1 명중 2 명중 3 명중
최대 수심 ≦ 400 ft 최대 수심 = 200 ft 게임에서 제거

메모: - 수면에서 충돌 = 게임에서 제거
- 잠수함은 피해 없이 기뢰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 노란색 지근탄 토큰 2개 = 빨간색 명중 토큰 1개
- 배터리가 고갈 되는 경우: 표면에 부유하고, 턴은 끝난다.

다음 턴 시작에: 배터리는 5 유닛을 충전하게 된다.
기뢰 혹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선박 피해

- 기뢰 폭발: 선박이 기뢰 지역에서 다음의 속도로 통과 한다면;
Ÿ 물류 선박: 6 칸/턴
Ÿ 구축함 선박: 8 칸/턴 (비록 음파 탐색으로 인한 정지일 지라도)

- 선박이 음파 탐지를 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칸에 기뢰라면 피해는 없다.
- 기뢰 제한 거리 이내에 탐색을 하면, 다시 제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 기뢰 폭발 시 그 선박을 기뢰가 있는 칸에 배치한다.
- 만약 물류 선박이 피해를 가졌다면:
Ÿ 게임에서 제거된다(컨테이너 게임에서 제거).

- 만약 구축함이 피해를 가졌다면, 피해 토큰 2개를 놓는다.:
Ÿ 최대 이동 거리 = 6 칸(날씨 페널티로 차감될 수 있다)
Ÿ 연료 단계를 20 감소시킨다.
Ÿ 연료 용량을 100에서 80유닛 감소한다.
Ÿ 음파탐색과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Ÿ 충돌 혹은 RAS는 여전히 가능하다.

- 수리 진행:
Ÿ 기지에서 턴 전체를 소비할 때마다 수리 토큰 1개를 제거한다.
Ÿ 무기와 음파 탐색 혹은 최대 연료 용량과 일제사격 용량과 최대   

이동 거리,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해 진다.
날씨 셋팅: 서쪽 방법 - 1)랜덤 기지카드 뽑기. 2)그 수가 폭풍우 듭급. 
3)나토, 소련 플레이 이후 오른쪽으로 이동. 동쪽 방법 – 1)랜덤 기지카
드 뽑기. 2)그 수가 폭풍우 등급. 3)서쪽으로 1씩 차감하여 등급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