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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특정 전투에만 적용되는 규칙들은 특정 룰북에서 찾을 수 있다. 확실한 
규칙 장은 고급으로 표시 된다. 이 규칙들은 플레이어들이 규칙과 시스
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무시해도 된다. 고급 규칙들은 모든 시합에 경험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구성물
각각의 게임에 포함된 구성요소들 목록에 대한 특정한 규칙을 보라.

2.1 게임 맵
맵은 이동과 교전을 조절하는 육각형 격자로 전투가 일어난 지역을 
묘사했다.

2.2 카운터
유닛 색상 코드: 각각의 유닛에 위를 가로지르는 색상 띠가 있다. 이 
띠는 그 유닛이 속해있는 그룹을 정의한다. 개념에 대한 특정한 규칙
들을 확인하라.

2-STEP 유닛: 어떤 유닛은 양쪽 면 둘 다 값을 갖는다. 이 유닛들은 
2 steps를 갖는다. 최대 전투력 면은 준비 헥스 또는 참가 턴과 참가 
헥스를 표시한다.; 축소된 면은 더 낮은 전투력 값을 갖고, 유닛 사기
는 보통 최대 전투력 면보다 하나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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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사위
그 게임은 확실한 게임 기능들을 해결하기위해 사용되는 10면체 주
사위 하나를 포함한다. 0은 0으로 취급한다.(10이 아니다)

손상/분실된 구성물들, 또는 질문들?
만일 당신이 규칙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고, 반신용 우표를 
붙인 봉투를 우리에게 보낸다면 기쁘게 답장해 줄 것이다.
보낼 곳:
GMT Games P.O. Box 1308 Hanford, CA93232-1308
빠른 대답을 원하는가? 설계자나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mmiklos@gmtgames.com 혹은 alewis@gmtgames.com

오타/오역 제보 및 문의는: 번역/오원소
fivelement@naver.com 혹은 
http://fivelement.tistory.com으로 알려주세요! ^^

3. 게임 규모와 용어들
3.1 게임 규모
유닛 규모: 각 보병(Infantry), 경보병(Light Infantry), 민병대(Militia), 
라이플 또는 기마기병의 전투력 규모는 거의 100명과 같다. 각각의 포
병 전투력 규모는 대포 2문과 같다.

맵 규모: 각각의 헥스는 헥스 면에서 헥스 면까지 거의 200야드이다.

시간 규모: 각 턴은 거의 1시간을 나타낸다.

3.2 주요 용어
영국 플레이어(British Player): 영국 정규군(Regular), 친위대
(Loyalists-영국 충성 지지파), 독일 유닛들을 관리하는 플레이어를 나
타낸다.

영국 유닛(British Units): 영국 정규군, 친위대, 독일 유닛들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의 국적으로 여긴다. 적층 또는 명령 제한에 대
한 전용 규칙을 참조하라.

전투 유닛(Combat Unit): 보병, 경보병, 기마기병, 포병, 민병대 유닛. 
리더들과 마커들은 전투 유닛이 아니다.

주사위 굴림 보정자(DRM: Die Roll Modifier): 주사위 굴림을 해서 
보정해야하는 사건이나 상황.

지위가 가장 높은 리더(Hightest Ranking Leader): 가장 많은 별을 
가진 리더의 지위 목록이다. 같은 수의 별을 가진 리더가 여럿인 경우
에는, 그들의 상급자에게 특정한 규칙들이 주어진다.

보루 안으로(Into Fieldworks): 보루 기호를 포함하는 헥스 밖에서 보
루 헥스 면을 가로지르는 공격.(주요지형 확인)

경보병(Light Infantry): 경보병 유닛은 카운터에 ‘LT'기호로 표기했다.

시야(LOS: Line of Sight) : 전투 유닛이 여러 헥스 사이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능력.

민병대(Militia): 민병대는 적절한 군사 훈련 없이 지원자들로 구성된 
더 낮은 품질의 유닛일 때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 민
병대 유닛들은 카운터에 무릎쏴 자세인 군인으로 표기했다. 영국 민병
대는 차렷 자세로 묘사했다.

이동 포인트(MPs: Movement Points): 게임턴에서 유닛이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절하는데 사용.

보루 밖으로(Out of Fieldworks): 보루 기호를 포함하는 헥스에서 
보루 헥스 면을 가로지르는 공격 또는 ZOC. (주요 지형 확인)

열병 상태(Parade Order): 전투 유닛은 분열 상태 혹은 부서진 상
태가 되지 않았다면 열병 상태에 있다.

페이징 플레이어(Phasing Player): 플레이어 턴에 있는 플레이어는 유
닛들을 이동하거나 근접전투를 진행한다. 다른 플레이어는 non-페이
징 플레이어로 간주한다.

 라이플 유닛(Rifle Unit): 라이플로 무장한 
경보병 또는 보병 유닛. 라이플은 머스켓
(Musket)으로만 무장한 유닛 보다 훨씬 더 먼 
거리 Fire이 가능하다. 라이플 유닛은 카운터 

위에 있는 검은색 원안에는 흰색 “R"로 흰색 원 안에는 검은색 ”R"로 
표기했다. 그 구별은 근접 전투 보정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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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켓/라이플 유닛: 일반적으로 이들은 근접 전투에서 효
율적인 대형으로 머스켓과 라이플이 섞여있다. SP값은 근
접 전투/라이플 사격으로 읽고, 각각의 값은 해당 페이즈
에 적용된다.

전투력 점수s(SPs: Strength Points): 유닛의 전투력. 적층, 포병
/라이플 사겨과 근접 전투에 사용.

포위(Surrounded): 한 유닛에 인접한 6 개의 모든 헥스가 적 유닛 
또는 ZOC에 의해 점유 될 때. 중요점: 이 규칙에 한해서, 아군 유닛
들은 그들의 헥스 안에 있는 적 ZOC를 무효화 시킨다.

오르막(Up Slope): 경사 헥스 면을 가로 질러, 경사인 실선 부분을 
포함하는 육각형으로 공격한다. 이동은 경사진 헥스 면을 가로지르는 
양쪽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승리 포인트(VPs: Victory Points): 어느 쪽이 전투에서 승리했는
지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VPs는 특정 게임 액션에 영향을 주기위한 
선택에 의해, 목표 지형을 유지 및/혹은 점령에 의해, 적 스텝을 포로
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제어 영역(ZOC: Zone of Control): 인접한 헥스에 완전한 영향
을 미치는 유닛의 능력.

4. 승리방법
결정적이면서 미미한 승리에 대한 특정한 규칙들을 확인하라. 상당한 
승리에 대해 규칙 16.3을 확인하라.

VP 설명: 2-step 유닛은 포로했을 때는 오직 1VP값이 있는 것에 비해 
제거 했을 때 2VPs 값이 있다. 다시 말해서, 포로한 유닛은 1 또는 2 
step에 상관없이 1VP 값이 된다. 유닛을 없애면 조직 스태핑(staffing)
이 파괴되어 유닛을 전투 능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교체를 제공해야한
다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 게임 순서 개요
각 게임 턴은 두 명의 플레이어 턴으로 구성된다. 시작부분에서, 플레
이어는 어떤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어 턴을 실행할지 결정한다. 각 플
레이어 턴은 순서대로 실행해야만 하는 여러 페이즈로 구성 된다

A. 주고권 부분
이번 턴에 주도권을 가질 플레이어를 결정한다.

B. 주도권 플레이어 턴
1. 정확한 플레이어 턴을 나타내기 위해 게임 턴칸 상단에 marker를 

뒤집어 놓는다.  
2. 이동 페이즈
3. 회복 페이즈
4. 방어자 포병 포격 페이즈
5. 라이플 사격 페이즈 (동시에)
6. 근접 전투 페이즈
7. 게임 턴 마커를 게임 턴의 아래쪽 절반으로 이동시키고 뒤집는다.

C. 두 번째 플레이어 턴
1. 이동 페이즈
2. 회복(Rally) 페이즈
3. 방어자 포병 포격 페이즈
4. 라이플 사격 페이즈 (동시에)
5. 근접 전투 페이즈

D. 턴의 끝 부분
1. 자동 승리에 대해 확인한다.
2. 시나리오의 마지막 게임 턴이라면, 우승자를 결정한다.
3. 게임 턴 마커를 다음 게임 턴 0의 위쪽 절반으로 전진시킨다.

6. 주도권
6.1 일반 규칙
주도권은 주사위 굴림으로 결정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리고 
그들의 군대 사기 주도권 DRM을 더한다(군대 사기 트랙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높은 보정 굴림이 게임 턴에 대해 주도권을 승리한다.

무승부(Ties): 보정 굴림이 비길 경우, 양쪽 플레이어들은 같은 보정 
값을 사용해서 다시 굴린다.

메모: 예외에 대한 특정한 규칙 확인

6.2 (고급) 기세 치트와 주도권
군대 사기 DRM 외에도,이 주사위 굴림은 기세(Momentum) 
치트(chits)를 사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12.62).

7. 적층(Stacking)
7.1 적층 제한
각 헥스는 아군 포병 유닛(SP에 관계없이) 한 개와 기마 기병 또는 민
병대, 경보병, 아군 보병의 SPs 6까지 포함할 수 있다. 리더들과 마커
들은 적층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규칙에서 추가제한이나 적층
제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2 이동과 후퇴 동안의 적층
적층 제한은 이동과 후퇴를 포함해 항상 적용한다. - 한 유닛은 적층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헥스로 절대로 이동 혹은 후퇴를 할 수 없다.

7.3 초과적층(overstacked) 페널티
만약 유닛들이 초과적층된 것을 발견하면, 소유한 플레이어는 적층 제
한을 넘지 않도록 스텝들을 충분히 제거해야만 한다. (추가) 이런 이유
로 손실된 스텝은 마치 그들이 교전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군대 사기와 
승리 포인트에 영향을 준다.

7.4 정보(Intelligence)
양측은 모든 아군과 적 유닛의 적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 규칙은 
예외들을 규정한 곳에서 플레이어들이 적의 적층을 확인하지 못하며, 
전투사격 목표와 근접전투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Ÿ 목표 헥스가 포병 또는 라이플 사격으로 확인되면, 사격하는 플레

이어는 특정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 해당 헥스의 모든 유닛을 자유
롭게 검사 할 수 있다. 

Ÿ 조사한 헥스에 있는 한 유닛은 다른 목표를 확인하기 전에 똑같은 
사격 페이즈에서 사격해야만 한다.

Ÿ 근접 전투에서 확율을 계산할 목적으로 적 적층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접 전투 페이즈가 시행중이고, 아군 유닛이 인접한 
이동을 가진 후에 만 가능하다.

Ÿ 위의 목적 이외에 적의 적층을 조사할 때마다 –1의 군대 사기 패
널티가 플레이어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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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어 영역(ZOCs)
8.1 일반 규칙
모든 퍼레이드 주문 전투 유닛은 인접한 6 개
의 모든 헥스에 ZOC의 영향을 미친다. 유닛은 
분열 혹은 부서진 상태에서는 ZOC를 잃게된
다. 유닛이 회복하여 열병 상태가 되면, ZOC
를 복구한다. ZOC는 여울(Ford) 및 여울이 아
닌 시내(Creek) 헥스면을 가로 질러 연장된다. 

예외: ZOC는 얕은 숲(light forest)/과수원(chard), 깊은 숲(heavy 
forest), 보루 헥스면 밖으로는 연장 되지만 안으로는 안 된다. 추가적
인 예외에 대한 전용 규칙을 확인한다.

8.2 ZOCs 무효화
전투 유닛은 포위 전투 보정자 (12.7)의 목적으로 적이 있는 헥스의 
적 ZOC을 무효화한다. 후퇴를 목적으로 적이 있는 헥스에 있는 적 
ZOC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13.22).

8.3 이동에서 ZOC 효과
8.31 적 ZOC에 있는 헥스로 진입하는 유닛은 그 턴에 대한 모든 
이동을 멈추고 끝내야만 한다. 또한 적 라이플 유닛의 ZOC에 들어가
거나 빠져 나오려면 +1 MP가 소비된다.

8.32 적 ZOC 안에서 이동을 시작하는 유닛은 또 다른 적 ZOC 안
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헥스안에서 멈춰야만 한다. 만일 
처음으로 진입한 헥스에 적 ZOC가 포함 돼있지 않다면, 그 유닛은 
적 ZOC로 다시 진입할 때까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8.4 ZOCs의 다른 효과

예제: 유닛 A의 ZOC는 농가주택(Plantation House) 혹
은 깊은 삼림(Heavy Woods)안으로는 연장 되지 않는
다. 유닛 B의 ZOC는 연장 되지만, 얕은 삼림(Lt 
Woods) 헥스 안으로는 않된다.

Ÿ ZOCs와 포위 근접전투 보정자(12.7)
Ÿ ZOCs와 후퇴(13.22 확인)

9. 이동
9.1 일반 규칙
이동 페이즈에서 페이징 플레이어는 원하는 만큼 유닛들을 이동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유닛들은 인접한(이어지는 헥스) 헥스로 이동하기 
위해 헥스면을 가로질러 다른 헥스에 들어갈 때 이동 점수(MPs)를 소
비한다(지형효과 표[TEC] 확인). MPs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유닛을 
위해서나 나중을 위해서 절대로 저장할 수 없다. 각각의 유닛은 다른 
유닛이 이동하기 전에 이동을 끝내야만 한다. 유닛들은 꼭 이동할 필요
는 없다. 유닛은 이동력보다 더 많은 MPs를 절대로 소비할 수 없다.

예외: 유닛은 항상 이동 제한이 깨지지 않을때까지 이동할 수 있다(특
정 상황에서 Savannah에서 Heavy 포병는 자동으로 1칸 이동하지 않
을 수도 있다).

9.2 이동 제한
이동 제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Ÿ 부서진 유닛들은 이동하지 못한다.(13.4)
Ÿ 분열된 유닛들은 턴 당 오직 1 헥스만 이동할 수 있다.(13.3)
Ÿ 고정된 유닛은 적 유닛에 인접하여 이동을 끝내지 않고, 페이징 플

레이어가 자신의 군대 사기를 줄일 때만, 이동할 수 있다(9.3과 
13.1).

Ÿ 유닛은 적이 점령한 헥스나 금지된 지형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
다.(TEC확인)

Ÿ 유닛은 절대 적층제한을 초과한 헥스를 통과해서 이동하지 못한
다.(7.2) 

9.3 고정 마커 제거하기
모든 이동을 완료 후, 적 유닛에 인접하지 않은 양측의 
모든 유닛들로부터 고정 마커를 제거한다(13.1 아래 고정 
확인). 페이징 플레이어는 고정 마커가 제거되는 경우에 
그의 군대사기를 1만큼 줄여야 한다.

9.4 이동에서 지형의 효과
TEC(Terrain Effect Chart)와 지형 비용에 대한 특정한 규칙 소책자
를 확인한다. 이동에 있어 헥스면과 헥스의 모든 지형 효과는 누적된
다.

예외: 오르막/시내와 내리막/시내 헥스 면은 지형 효과 표에 나타낸 
것처럼 별개의 결합되어 있는 지형타입으로 각각 취급한다.(예를 들어 
오르막/시내를 읽을 때, 오르막과 시내 효과는 무시한다.)

9.5 길/선로/경로와 전략적 이동
9.51 길/선로/경로: 한 유닛이 길, 선로 또는 경로가 교차하는 
헥스 면을 통해 한 헥스에서 다른 헥스로 이동하면 1 MP를 소비한다. 
다른 지형 헥스면과 헥스 안의 다른 지형에 대한 비용은 무시한다.

9.52 전략적 이동: 한 유닛이 길 또는 선로를 따라 전체 이동을 
수행하는 경우 인쇄된 이동 허용치의 두 배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동에 있어 어느 지점에서든 적 유닛에서 인접하여 이동하거나 시작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따라서 교차된 모든 헥스면에는 연결
된 길 또는 선로가 있어야 한다. 시내 여울(Creek ford)은 전략적 이
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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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증원 
9.61 배치: 도착하는 게임 턴에서 그들 진영의 이동 페이즈가 시작
될 때, 증원은 카운터로 그 턴에 진입한 후에 나타나는 문자로 표시
된 헥으로 배치된다. 증원은 적층제한을 초과하여 배치 될 수 있지만, 
그 유닛들은 참가 헥스를 떠나거나 플레이어 참가 턴이 끝날 때 정상
적인 적층제한을 따라야한다. 증원은 그 게임에 대한 전용 규칙이 금
지하지 않는 한, 나중의 게임 턴 때까지 자발적으로 지연 될 수 있다.

9.62 이동: 보드 위에 배치하는 것은 이동 점수 비용을 내지 않는
다. 그 유닛은 완전한 이동력을 소비할 수 있고 게임 참가 턴에서 전
략적인 이동을 사용할 수 있다. 예외에 대해 전용 규칙을 확인한다.

10. 라이플 사격
10.1 일반 규칙
양측 플레이어들은 라이플 유닛을 라이플 사격 페이즈에서 사격할 수 
있다. 라이플 사격은 자발적이다. 모든 유닛이 꼭 사격할 필요는 없다. 
페이즈 당 한 번만 사격할 수 있다.

10.2 목표 선택
비-페이징 플레이어가 목표를 선택하기 전에 페이징 플레이어는 목표 
유닛을 선택해야만 한다. 만일 유닛이 사격을 선택했다면, 인접한 목
표 전투 유닛을 선택해야만 한다. 유닛은 페이즈 당 하나 이상의 라이
플 사격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만일 하나 이상의 라이플 유닛이 목표 
유닛에 사격을 한다면, 사격하는 SPs 수는 합쳐진다.

10.3 진행
STEP 1: 사격하는 플레이어는 ‘To Hit(명중)'수를 결정하기위해 Fire 
Table에 있는 세로단 ‘adjacent’의 firing SPs를 참조하여 교차지점
을 찾는다.

STEP 2: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그 결과는 Fire 
Combat DRM Table에 주어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DRM에 의해 보
정된다. 보정된 주사위 굴림은 ‘To Hit(명중)' 숫자에 비교 된다. 만일 
그것이 ’To Hit' 숫자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명중 점수를 얻는다.

STEP 3: 명중 점수를 얻는다면, 두 번째(보정되지 않은) 주사위 굴림
은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Rifle Fire Damage Table에서 한다. 목표 
전투 유닛만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헥스안에 있는 다른 유
닛들은 참조를 무시한다(예외: 13.1 리더 사상자). 결과를 적용한 후
에 필요한 군대 사기를 조정한다.

10.4 동시 사격
라이플 사격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군대 사기 조정을 포함한 결과는 
양측이 사격을 가진 후 동시에 적용된다. 비-페이징 플레이어는 페이
징 플레이어보다 먼저 후퇴를 실행해야만 한다.

10.5 최초 사격 보너스(First Fire Bonus)
최초 라이플 사격을 위한 DRM은 모든 유닛들이 최초 사격을 수행하
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플레이어들은 사격을 가진 라이플 
유닛들의 기록을 계속 유지한다.) 모든 사격하는 유닛들은 명중을 가
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의 전투 사격에 대해 최초 사격 보너스를 가질수 
없다. 라이플 유닛은 이전의 게임 턴에서 라이플 사격을 시도한 근접
전투에 참여를 했다면 역시 최초 사격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10.6 (고급)독일 라이플 저격병
독일 저격수는 다음 같은 상황이라면, “To Hit” 수에 대해 주사위 2
개를 굴릴 수 있다:
Ÿ 그들이 clear나 농작물 헥스가 아니라면, 그리고
Ÿ 거기가 측면 회전(Turn Flank) 요구사항에 정의된대로 열린 측면

(Open flank)이 있다(12.52).

두 개의 주사위 굴림은 같은 목표에 대해서만 해야하고, 한 개의 명중 
주사위에 대해서만 피해 주사위 굴림 결과가 된다. 만약 두 주사위 모
두가 명중 굴림을 한다면, 두 번째 명중은 무시한다.

제작 노트: 저격수 중대는 Strassefeuer("street fire")으로 알려진 전
략을 수행했다. 이 그룹에서는 최대 25 명의 남성이 적의 노출 된 측
면에서 5 명씩 5 개의 열을 지어 산개 대형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각 
열의 첫 번째 남자가 사격을 하고, 그 열은 재장전을 위해 왼쪽으로 
뒤돌아 간다. 각 열의 다음 남자는 사격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뒤돌
아 간다. 대형이 꾸준히 갖춰지게 되고, 각 일제사격은 이전 거리보다 
적에게 한 발짝 더 가까운 거리가 될 것이다. 이 효과는 특히 표적을 
똑바로 겨누게 지시했을 때 파괴적이였을 것이다.

11. 방어적 포병 포격
11.1 일반 규칙
방어적 포병 포격 페이즈 동안에 비-페이징 플레이어는 포병 중 하나
를 포격할 수 있다. 방어적 포병 포격은 자발적이다 – 사격을 요구하
는 유닛은 없다. 유닛은 페이즈 당 한 번만 포격할 수 있다.

11.2 목표 선택
유닛이 사격을 선택한다면, LOS에 있는 사거리 내의 전투 유닛 하나
를 목표로 선택해야 한다(11.4). 모든 포병 유닛들은 3 헥스의 최대 
사거리를 가진다(Vol. IV에 예외가 있을 것이다). 사거리는 사격하는 
유닛으로부터 목표까지 헥스의 수이지만, 목표 헥스는 계산하지만, 사
격하는 유닛의 헥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 두 개의 미국 민병대 유닛들은 영국 수비대 유닛에 라이플 
사격을 수행한다. 두 개의 라이플 유닛의 SPs는 합쳐져야만 한
다. 지형 보정 값이 없다는 전제하에 “To Hit"의 수는 주사위 
하나와 함께 6보다 크거나 같지만, 두 개의 라이플 유닛은 이 
게임에서 아직 사격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최초 사격 보너스
로 +1 DRM을 받는다. 미국 플레이어는 5를 굴려 하나의 hit를 
득점한다. 그리고 그는 Fire Damage Table을 참고하여 다시 
굴린다. 그는 수비대 유닛에 대해 R(후퇴)의 결과인 ‘4’를 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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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포병 포격은 페이즈 당 하나의 유닛만을 목표로 한다. 만약 하
나 이상의 포병 유닛이 한 유닛에게 포격하기를 원한다면, SPs firing
의 총합한 수와 가장 멀리 있는 포병 유닛의 사거리로 ‘To Hit’ 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제작 노트: 야전 포병(3 파운드 및 6 파운드)의 경우 극단적인 범위가 
가능했지만, 600-800 야드에서 발사하는 것이 표준 연습이었다. 이 
사거리로 포격하는 모든 포병의 포알은 느슨히 날아 갔으며, 머스켓
(Musket)처럼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도 부정확했다.

11.3 진행
STEP 1: 사격하는 플레이어는 ‘To Hit(명중)'수를 결정하기위해 Fire 
Table에 있는 목표까지의 거리와 firing SPs를 참조하여 교차지점을 
찾는다.

STEP 2 (위에 있는 10.3에서와 같이); 플레이어는 Fire Combat 
DRM Table에 주어진 모든 적절한 DRM에 대해 보정하여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보정된 주사위 굴림 값은 “To Hit"수에 비교된다. 만일 
그것이 ”To Hit"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하나의 명중 점수를 얻는
다.

STEP 3: 만일 명중 점수를 얻으면, 두 번째 (보정되지 않은) 주사위 
굴림은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포병 Fire Damage Table에서 확인한
다. 목표한 전투 유닛만이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헥스 안에 
있는 다른 유닛들은 무시하라.(예외: 13.1 리더 사상자) 결과를 적용 
후에 필요한 군대 사기를 조정한다. 

11.4 시야
11.41
포병 유닛은 2 ~ 3 헥스까지 볼 수 있어야만 사격할 수 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포병 유닛은 목표 유닛까지 명확한 시야(Clear Line 
of Sight)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LOS는 인접한 유닛에게 사격을 
할 때 항상 명확한 시야이다.

예: 포병 유닛은 포병 포격을 막 시작하려한다. 명암이 있는  
헥스들은 포병 유닛의 시야에 있지 않은 헥스들을 나타낸다. 
'B'로 표시된 헥스들은 방해물 지형 때문에 차단되고, ‘S'로 
표시된 헥스들은 경사들로 차단되고,’U'로 표시된 헥스들은 
한 전투 유닛 때문에 차단된다.

LOS는 사격하는 헥스의 중심에서부터 목표 헥스의 중심까지 추적된
다. LOS의 목적을 위해, 경사와 경사/계속(slope/run) 헥스면은 정
확히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며, 경사 헥스면이라고 단독으로 불린다.

11.42 방해물 지형: 헥스 형태에 따라 방해물 지형이 있다: 숲
(forest), 얕은 숲(light forest), 집회소(Meeting House)와 마을
(Town)(방해 지형의 추가 예제는 전용 규칙을 확인). 추가로, 전투 유
닛을 포함하는 헥스는 아군이든 적이든 방해물 지형이 된다. LOS는 
방해물 지형 안으로 항상 추적할 수 있지만, 절대 통과할 수는 없다
(예외: 11.43, C- 양측 유닛들이 ‘오르막’에 있는 경우)

11.43 오르막: LOS의 결정은 사격하는 유닛과 목표 유닛이 서로 
‘오르막’ 위치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유닛으로부터 추적된 LOS
가 목표 헥스에 진입 할 때 오르막 헥스면을 가로지르는 경우, 유닛
은 '오르막' 위치에 있는 것이다.

A. 어느 유닛도 ‘오르막’이 아니다: LOS는 방해하는 지형 헥스를 
통과하여 지나간다면 차단된다. 추가로 LOS는 사격하는 혹은 
목표 유닛의 헥스에 대해 어느 부분도 아닌 경사 헥스면을 가로
지른다면 차단된다.

B. 한 유닛이 ‘오르막’에 있다. LOS가 방해하는 지형 헥스를 통과
해서 지난다면 차단된다. ‘오르막’에 있는 한 유닛의 LOS는 사
격하는 혹은 목표 유닛 헥스의 부분이 아닌 경사 헥스면을 통과
해서 추적할 수 있다. 헥스면의 오르막 방향은 발사하는 또는 목
표 유닛 헥스에 있는 경사 헥스면의 오르막 방향과 같은 방향이
어야 한다. 만약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LOS는 차단된다. 사격
하는 유닛과 목표 유닛이 경사 헥스면을 가지고 있고, 범위가 3 
헥스라면, 중간에 있는 헥스면은 다른 두 헥스면처럼 역시 같은 
방향에 있는 경사 헥스면이 되어야 한다. 이 중간에 있는 헥스면
이 경사 헥스면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방향이라면, LOS는 차단
된다.

C. 양측 유닛이 ‘오르막’에 있다. 두 유닛 사이의 LOS는 항상 명확
하다. 방해물 지형은 무시한다.

11.44 헥스 골격(왼쪽 옆 그림에서 보병과 포병 사이의 선을 말
함): 만일 시야가 헥스면을 따라 정확하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양쪽 
헥스들이 방해물 지형 또는 전투 유닛들을 포함하는 헥스면에 인접하
는 경우에만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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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접 전투
12.1 일반 규칙
12.11 공격자/방어자: 페이징 플레이어가 공격자이고  비-페이징 플레
이어는 방어자이다.

12.12 누가 공격해야만 하나: 근접 전투는 아군 전투 유닛(포
병 유닛 제외)에 인접해 있는 적 유닛에 대해 강제한다. 방금 적에게 
인접하여 전투 사격으로부터 후퇴한 유닛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사격 
전투에서 후퇴하여 적 유닛과 인접한 유닛이 포함된다.

예외: 라이플 유닛들은 절대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예외들
에 대한 전용 규칙을 확인한다.

12.13 누가 공격받아야만 하나: 아군 유닛들에 인접해있는 모
든 적 유닛들은 공격 받아야만 한다.

예외 :12.14 양동 작전(Diversion)을 확인하라.

12.14 (고급) 양동 작전(DIVERSION): 페이징 플레이어는 
각 근접 전투 페이즈에서 양동작전을 받은 것처럼 방어하는 유닛 적
층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공격자는 이 방어하는 유닛을 공격하진 
않지만, 양동작전을 위해 인접한 공격자의 유닛으로 다른 적 유닛을 
공격해야만 한다. 양동 작전을 받은 방어하는 유닛에 인접한 모든 공
격하는 유닛은 참여한 근접 전투(들) 확률(Close Combat Table 
Odds Ratio)에서 왼쪽으로 한 열을 이동하는 페널티를 가진다(예를 
들어 2-1은 3-2로 줄어든다).

12.15 여러 헥스 전투 제한: 
Ÿ 공격하는 혹은 방어하는 각 유닛은 플레이어 턴 당 한 번의 

근접 전투만 참여한다.

Ÿ 한 헥스에 있는 공격하는 적층 유닛들은 단일 공격 혹은 다른 
유닛 공격으로 조합할 수 있다.

Ÿ 한 헥스에 있는 모든 방어하는 유닛은 단일 근접 전투에서 함께 
공격 받아야만 한다.

Ÿ 각 근접 전투는 한 헥스를 공격하거나 한 헥스만을 방어하든 
참여해야만 한다.

예: 공격자 A, B, C는 방어자 X, Y, Z 옆으로 이동했다. 
근접 전투동안 방어자 Y와 Z는 함께 공격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공격자 B와 C는 비록 보여준 모든 유닛을 전투에 
참여시킬지라도 같은 헥스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Y와 Z에 대치하는 단일 근접 전투에서 A와 B
가 연합하는 동안 C가 X를 공격할 것인지 결정한다.

예: 단일 근접 전투에서 2 개 이상의 방어 헥스 또는 2 개 이상의 공
격 헥스에 대해 하나의 방어 헥스는 합법적이지만, 단일 근접 전투에
서 2 개 이상의 공격하는 헥스에 대해 2 개 이상의 방어 헥스는 불법
이다.

12.2 진행
12.21 공격 지정: 페이징 플레이어는 그들을 해결하기 전에 모든 
근접전투를 알려야만 한다. 페이징 플레이어는 어떤 아군 유닛들이 
공격하고 어떤 적 유닛들이 공격 받을지 지정한다.

12.22 고정 마커 제거: 페이징 플레이어가 모든 근접 전투를 밝
힌 후에 플레이어들은 보드위에 있는 모든 유닛으로부터 ‘Pin' 마커
들을 제거한다(13.1).

12.23 전투 순서: 각 근접 전투는 공격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따
로따로 해결한다. 각각에 대해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STEP 1, 확률 비율(ODDS RATIO)을 결정하라: 플레이어들은 이 
근접전투에 참여시킨 모든 그들 유닛의 non-artilley SPs를 총합한
다. 공격자는 그의 SP합계를 방어자의 것과 비교한다. 방어하는 
SPs에 대해 공격하는 SPs의 비율은 Close Combat Table 위에 주
어진 확률 세트에서 방어자에게 유리한 올림을 한다.

예: 5 SPs가 4 SPs를 공격하면 1:1 이지만, 4 SPs가 5 SPs를 공
격하면 1:2가 된다.

Ÿ 만일 모든 방어하는 유닛들이 포병이라면 12.3을 확인하라.

Ÿ 방어자는 이때 기병철수를 선언할 수도 있다.(12.4 확인)

STEP 2, 선두 유닛 결정: 공격자로 시작하는 각 진영은 하나의 유
닛을 선두 유닛으로 선택해야한다. 선두 유닛은 헥스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열병 상태인 유닛이어야 한다. 포병 부대는 
선두 유닛으로 선택할 수 없다. 군대 사기에 의해 수정된 이 유닛
의 사기는 근접 전투의 DRM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전투 결과
가 반대라면, 선두 유닛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유닛이 된다
(예외 : 포로 결과에 관해서는 13.1 참조).

Ÿ 선두 유닛과 금지 지형:  만약 유닛들이 전투 후에 금지 지형 
안으로 전진이 필요하게 된다면 선두 유닛으로 선택될 수 없
다. 가능한 종류의 유닛인 경우에만 선두 유닛으로 선택될 수 
있지만, 전투 후에 전진하는 것은 안 된다.

STEP 3, DRMs 결정: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플레이어는 해당 주사
위 굴림에 추가 조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접전투 DRM목록
을 확인하고 주사위를 굴리게 된다.

메모: 포병이 근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선두 유닛으로 제공하
지 않더라도 민병대가 아닌 포병과 함께 방어하는 민병대는 모든 
민병대 병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메모: 라이플 유닛은 검은색 원 안에 흰색 문자 “ R ” 로 표시된 
것은 근접 전투에서 불리한 DRM이 가해지고, 하얀색 원 안에 있는 
검은색 문자 " R "로 표시된 것은 근접 전투에서 불리한 DRM은 
없다.

제작 노트: 각각의 근접 전투는 관련된 수와 다른 요소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사위 굴림 해결에 대한 조정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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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선택과 해결 방법: 각 진영은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치트
(Chit)를 윗면으로 배치하여 가능한 전술 치트의 하나를 선택한다. 
2개의 전술 치트는 DRM있는지 결정하기 하기 위해 전술 행렬
(Tactics Matrix)에서 교차점을 참조하여 동시에 공개한다.

Ÿ NC 전술 행렬 결과: 전투 없이 장소를 얻는다. 만약 한 측이 
철수 치트를 플레이했고, 전술 행렬 결과가 NC 라면, 철수 치
트를 플레이하는 진영은 모든 유닛을 한 헥스 후퇴해야만 한
다. 예외로, 공격자의 적층에 있는 포병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
는다. 만약 양 측이 철수를 선택했다면, 방어자가 먼저 후퇴를 
한다. 9단계는 건너뛴다.

STEP 5, 근접 전투 해결: 근접 전투는 DRMs를 적용하고, Close 
Combat Table에서 확률 비율과 교차지점을 참조하여 주사위 굴림
으로 해결한다. /(슬래쉬)의 왼쪽 결과는 공격자에게 적용한다. /(슬
래쉬)오른쪽 결과는 방어자에게 적용한다.

STEP 6, (고급) 기세 결정(MOMENTUM DECISION): 가장 적은 기
세 치트(동점인 경우 방어자)를 보유한 플레이어는 근접 전투 해결 
단계로 돌아가서 주사위를 다시 굴리기 위해 하나를 소비할 수 있
다. 이 플레이어가 기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플레이어는 기
세 치트를 소비하여 근접 전투 해결 단계로 돌아가서 주사위를 다
시 굴릴 수 있다. 여러 개의 기세 치트는 각 근접 전투에서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소비 될 수 있지만, 이 단계에 도달 할 때마다 
하나씩만 소비 될 수 있다(즉, 기세 치트 지출 사이에 근접 전투 주
사위를 다시 굴려야만 한다).

제작 노트 : 이 순서는 가장 많은 기세로 전투에 참가하는 플레이
어가 재 굴림을 요청한 마지막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보장하기위한 시도이다.

STEP 7, 근접 전투 결과 적용하기: 근접 전투 결과는 다음 근접 
전투(결과 설명에 대해 13.1을 확인)를 진행하기 전에 적용한다. 플
레이어 모두 후퇴를 해야 한다면, 방어자가 먼저 후퇴해야만 한다. 
결과를 적용한 후에 요구되는 군대 사기를 조정한다.

STEP 8, (고급) 기세 얻기: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 최종 수정이 –1 
이하라면, 방어자는 1 기세 치트를 얻는다. 만약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 최종 수정이 10이상이라면, 공격자는 기세 치트 1개를 얻는
다.

STEP 9, 전투 후에 전진: 만약 방어자 헥스가 빈칸이 되고, 공격자
가 후퇴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선두 유닛과 함께 전진해야만 한다. 
참여한 다른 유닛들은 사기 점검에 통과한 유닛들을 포함하여 적층 
제한까지만 진군할 수 있다. 포병 유닛은 절대 전진하지 않는다. 방
어자는 전투 후에 절대 전진하지 않는다.

12.3 근접 전투에서 포병
포병 SPs는 근접 전투에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방어자 
유닛만이 포병이 있다면, 그들은 포로된다. 모든 방어하는 포병 
유닛들을 포로 상자(Cpatured Box) 안에 배치하고 9 단계는 건너뛴다.

12.4 기병 철수
근접 전투에서 모든 방어하는 유닛이 열병 상태 기병
이고 공격하는 유닛에 기병이 없다면, 방어자는 기병 
철수를 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접 전
투 해결을 하는 대신에 방어자의 기마 기병은 적 유닛
에 인접하지 않은 3 헥스까지 후퇴를 한다. 

기병 철수 마커로 그 유닛에 표시를 하고, 근접 전투 9단계로 바로 진
행한다.

제한: 기마 기병 유닛들은 기병 철수 마커로 표시한다:
Ÿ 이동하거나 공격할 수 없음.
Ÿ 정상적으로 방어.
Ÿ 그들의 ZOC을 유지.

이미 기병 철수 마커로 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격 받는 기마
기병은 기병 철수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고정된 기병은 Series Rule 13.1에 따라 –1 군대 사기 조정하는 비용
으로 기병 철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제거: 기병 철수 마커는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다음 회복 페이즈
동안 아군 유닛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12.5 전술 치트(Tactics Chits)
메모: 펜사콜라(Pensacola)로 시작하여 전술 카드가 전술 치트의 대안으
로 제공된다. 그것들은 치트가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12.51 게임의 시작에서 각 플레이어는 전술 치트 한 세트를 가진
다. 각 근접 전투 동안에 각 플레이어는 전투에 영향을 주는 자격이 
있는 전술 치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2.52 (고급) 전술 치트 사용 제한:
전술 치트가 각각의 근접 전투에서 선택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구 사
항이 충족되어야한다.

Ÿ 전초전(Skirmish), 에셜론(En Echelon) 공격*, 버티기(Stand 
Fast). 철수: 제한 없음
*에셜론: 특정 방향에 대해 비스듬한 각도로 대략 평행하게 형
성하는 대형.

예외: 모든 보병 부대가 공격하는 부대에 기마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면, clear, 밭(field) 혹은 농작물(crops) 지형에서 “철수” 전술을 선
택할 수 없다.

Ÿ 정면 공습(Frontal Assault), 예비대 투입(Commit Reserve): 
리더는 이 근접 전투에 참여한 적어도 한 유닛과 인접해 있거나 
함께 적층되어 있어야한다. 유닛은 리드 유닛 일 필요는 없다. 
리더 제한에 대한 전용 규칙을 참조한다.

Ÿ 측면 우회(Turn Flank), 측면 거부(Refuse Falnk): 양쪽 플레이
어들의 유닛들(그 안에 방어하는 유닛들이 있는 헥스 하나와 공격
하는 유닛들이 있는 헥스 하나)에 인접한 비어있는 헥스 하나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군 리더는 근접 전투에 포함된 유닛이 
최소한 하나라도 인접해있거나 혹은 함께 적층되어야만 한다.; 그 
유닛은 선두 유닛이 되야 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제한에 대한 
전용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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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위에 설명된 빈 측면 헥스가 금지된 지형이면 측면을 우회할 
수 없다.

12.53 한 리더는 적층되거나 인접한 모든 유닛에 전술 치트 사용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12.54 (고급) 만약 한 플레이어가 적법치 않은 전술 치트를 플레
이했다면, 그 상대는 한 개의 이로운 보정 값을 받는다(공격자는 +1 
혹은 방어자는 –1). 양 플레이어가 적법치 않은 전술 치트를 플레이
했다면, 그 전술 보정 값은 0이다.

12.6 (고급) 기세 치트
12.61 뒷면에 인쇄된 기세 치트가 5 개 있다. 플레
이어는 게임 중에 기세 치트를 모은다. 기세 치트로 
게임을 시작하는지 결정하려면 특정 규칙을 참조한다.

12.62 기세 치트 소비: 기세 치트들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기세 치트가 사용될 때 pool로 돌아가  
다시 모을 수 있다.

Ÿ 근접 전투: 각 소비된 치트는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 해결 하나
에 재 굴림을 허용한다. 하나 이상의 기세 치트는 하나의 근접 
전투에 사용될 수 있다(12.23, 6 단계).

Ÿ 주도권: 주사위 굴림 전에 소비한 각 기세 치트에 대해 플레이
어는 그들의 주도권 주사위 굴림에 +2를 더할 수 있다. 이전 게
임 턴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플레이어는 얼마나 많은 기세 치트
를 소비할 것이지 먼저 결정해야만 한다(6.0).

Ÿ 주도권: 한 명의 플레이어는 주사위 굴림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
해 주도권 주사위 굴림 후에 3 개의 기세 치트를  소비할 수도 
있고, 대신에 어떤 플레이어가 주도권을 가질지 지시할 수도 있
다(6.0).

기세소비의 다른 방법들에 대해 전용 규칙 확인.

12.63 기세 치트 얻기: 
Ÿ 방어자는 마지막 보정된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이 –1 이하일 때

마다 기세 얻기 단계 동안 하나의 기세 치트를 얻는다.

Ÿ 공격자는 마지막 보정된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이 10 이상일 때
마다 기세 얻기 단계 동안 하나의 기세 치트를 얻는다.

12.64 기세 치트 손실: 만일 사기 +2로 표시된 유닛이 최대 전
투력인 상태에서 포로됐다면, 소유한 플레이어는 기세 치트 하나를 
pool로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 만일 그 플레이어가 기세 치트를 가지
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 플레이어는 pool에서 기세 치트 하나를 가져
올 권리가 있다. 만일 pool에 기세 치트가 없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

12.65 만일 플레이어가 기세 치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pool에 아
무것도 없다면, 상대방 플레이어가 pool에 기세 치트 하나를 대신 되
돌려 놓아야만 한다. 만일 상대방 플레이어가 기세 치트를 가지고 있
지 않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 추가적인 경우들에 대해 군대 사
기 조정 목록을 확인하라.

12.7 포위 근접 전투 보정자
방어 유닛에 인접한 6 개의 모든 헥스가 적 유닛, 적 ZOC 또는 금지 
지형에 의해 점유 될 때, 공격자는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에 +1만큼 
보정한다. 반대의 경우도 적용 된다 - 공격자가 포위되면 근접 전투 
주사위 굴림이 -1로 수정된다. 이 규칙의 경우에만 아군 유닛의 헥스
에 있는 적 ZOCs를 무효화한다.

13. 전투 결과
다음 규칙에서 ‘영향받는 유닛’은 근접 전투의 선두 유닛 또는 전투 사격
의 목표 유닛이다. 전투 사격에서 그 헥스에 있는 다른 아군 전투 유닛
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지만, 리더는 영향받을 수 있다.

13.1 결과 설명
“-” 효과 없음.

“AM” 군대 사기 손실(Army Morale Loss): 영향을받는 플레이어
는 자신의 군대 사기를 1만큼 감소시켜야한다.

“R" 후퇴(Retreat): 소유하고있는 플레이어는 영향을 받는 유닛을 1 
헥스 후퇴시킨다 (13.2 참조). 근접 전투의 그의 다른 아군 유닛과 방
어자의 포병(공격자의 포병이 아닌)은 사기 점검을 해야한다. 그들이 
실패하면 역시 1 헥스 후퇴해야만 한다. 양측이 후퇴해야 할 때, 방어
자는 사기 점검을 먼저하고 후퇴한다. 강제 후퇴에 따른 예외에 대해 
전용 규칙을 참조한다.

“D" 분열(Disruption):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영향 받은 유닛을 
3 헥스 후퇴하고(13.3 확인)분열 마커를 유닛 위에 놓는다. 근접 전투
에 있는 다른 아군 유닛들과 방어자의 포병은(공격자의 포병은 아니
다) 사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만일 그들이 실패하면 1 헥스  후퇴해
야만 한다.

Ÿ 만일 영향 받은 유닛이 이미 분열에 빠졌다면 그것은 이제 부서진 
상태가 된다. 영향 받은 유닛은 여전히 3 헥스를 후퇴해야만 한다. 

Ÿ 만일 영향 받은 유닛이 이미 부서진 상태라면, 그것은 제거되고 제
거 상자(Eliminated Box) 안에 놓는다.

“1” 1-Step 손실: 영향 받은 유닛은 1 step 손실된다. 만일 그 유닛
이 2-step 최대 전투력이면 뒤집어서 그 헥스에 남는다; 그렇지 않으
면 그 유닛은 제거상자 안에 놓는다. 근접 전투에 있는 다른 아군 유
닛들과 방어자의 포병(공격자의 포병이 아니다)은 사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만일 실패하면 그것들은 1 헥스 후퇴해야만 한다.

제작노트: 다른 유닛의 후퇴를 감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실
을 가져 오는 유닛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2” 2-Step 손실: 영향 받은 유닛은 제거되고 제거 상자 안에 놓는
다. 만일 영향 받은 유닛이 오직 1-step 유닛이거나 2-step 감소되야 
하는 유닛이었다면, 두 번째 유닛은 1-step 손실을 받아야만 한다; 만
일 헥스에 다른 유닛이 없다면 두 번째 step 손실은 무시된다. 근접 
전투에 있는 다른 아군 유닛들과 방어자의 포병은(공격자의 포병은 아
니다) 사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만일 실패하면 그것들은 1 헥스를 후
퇴해야만 한다.

“DC" 포로(Captured), 방어자 선택: 영향을 받은 쪽에서 방어자가 
선택한 한 전투 유닛은 포로가 된다. 그 유닛을 포로 상자(Captured 
Box)에 놓는다. (인쇄된 유닛 사기가 +2인 경우 12.64 참조). 이 유닛
은 리드 유닛일 필요는 없으며, 최대 전투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근
접 전투의 그의 다른 아군 유닛과 방어자의 포병 (공격자의 포병이 아
닌)은 사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통과하면 그것들은 1 헥스를 후퇴해
야 한다. 실패하면, "D" 결과를 초래한다(3 칸을 후퇴하고 분열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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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포로, 공격자의 선택: 공격자의 선택으로 영향 받은 쪽에 있는 
전투 유닛 1 개가 포로가 된다. 유닛을 포로 상자에 놓는다(인쇄 된 
유닛 사기가 +2 인 경우 12.64 참조). 이 유닛은 선두 유닛일 필요가 
없으며 최대 전투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근접 전투의 그의 다른 아군 
유닛 (모든 방어자의 포병을 포함 하지만 공격자의 포병은 포함하지 
않음)은 사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그들이 통과하면 1 헥스를 후퇴해
야만 한다. 실패하면, "D" 결과를 초래한다(3 칸을 후퇴하고 분열 상태
가 된다).

“PIN" 고정 상태(Pinned): 상대편 유닛은 여전히 교전 
상태이다. 양측의 모든 분열 상태와 부서진 상태 유닛은 
포로가 된다. 공격자에 따르는 방어자는 자신의 유닛을 
그의 포로 상자에 넣고 군대 사기를 조정한다. 그런 다
음 이 근접 전투에 관련된 모든 헥스에 고정 마커를 놓
는다. 

다음 페이징 플레이어는 다음 중 하나 여야만 한다.

A. 고정된 모든 유닛들과 함께 공격하고, 이 플레이어 턴 동안 고
정된 방어하는 유닛들을 모두 공격한다(추가 유닛들은 적층 및/혹
은 고정된 유닛들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혹은:

B. 어떤 적 유닛들에 인접하지 않도록 모든 아군 고정된 유닛들을 
이동하고, 적 고정된 유닛들에 인접한 다른 아군 유닛들은 이동할 
수 없고, 군대 사기는 1로 감소한다(9.3).

메모: 위의 사례 B에서 이 방법으로 제거된 각 개별 고정(PIN) 결
과에 대해 군대 사기 1점을 소비한다.

메모: 위의 B의 경우 리더는 군대 사기 패널티를 유발하지 않고 고
정(Pin) 헥스를 벗어날 수 없다.

메모: 고정된 방어하는 유닛은 양동 작전(Diversion)을 받을 수 없
다.

‘고정’마커는 이동 페이즈가 끝날 때 군대 사기 패널티(9.3) 또는 모
든 근접 전투가 지정(12.22)된 후 모든 아군 및 적 유닛에서 제거된
다.

고정된 방어하는 유닛들은 양동 작전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12.14에 대해 예외이다.

“*” 리더 사상자: 보정된 주사위 굴림은 이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해
야 한다. 소유하고있는 플레이어는 리더 하나를 제거하고 제거 상
자에 놓는다. 선택한 리더는 지휘관 중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 이
것은 그 헥스의 다른 유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병이나 라이플 
사격으로부터의 유일한 결과이다. 리더가 없다면, 리더 사상자로 인
한 결과와 군대 사기 조정 돌다 무시한다.

13.2 후퇴
13.21 후퇴 지침: 가능하다면 유닛은 적 유닛에 인접하지 않은 
헥스 안으로 후퇴해야만 한다. 게다가 그 유닛은 가능하다면 아군 맵 
가장자리(edge)를 향해 후퇴해야만 한다. ‘아군 맵 가장자리’의 개념
에 대한 특정 게임 규칙들을 확인한다.

13.22 제한: 유닛들은 다음과 같다면 후퇴할 수 없다.:
Ÿ 적 점령 헥스 안으로 들어 가야할 때,
Ÿ 비록 아군 유닛들이 이미 헥스를 점령했을 지라도 적 ZOC 안으

로 들어가야 할 때,
Ÿ 금지 지형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Ÿ 맵에서 벗어나게 될 때 
Ÿ 적층 제한을 위반(violation)하게 될 때(13.23 2-step 유닛 예외 

확인)

13.23 후퇴와 포로: 제한 때문에 최대 거리로 후퇴시킬 수 없는 
유닛은 대신에 포로된다. 여기에는 라이플 사격 또는 포병 포격으로 
인한 후퇴가 포함된다. 유닛을 제거하고, 포로 상자에 배치한다.

예외: 적층 제한 위반으로 인해 2-step 유닛을 후퇴하지 못하면, 소
유자 플레이어는 후퇴하는 헥스 안으로 적층 제한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전투력이 감소하는 유닛을 제공함으로써 step 손실과 후퇴를 선
택할 수 있다. 유닛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1'의 결과에 대한 군대 
사기 조정이 적용된다. (그 플레이어는 step 손실이 아닌 유닛 포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13.24 3 헥스를 후퇴하는 유닛은 시작 헥스로부터 3 헥로 끝내야하
며, 최단 거리를 세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 헥스
는 시작 헥스로부터 역시 3 헥스여야 하고, 적 유닛에게 인접하지 않
다면, 적 유닛에 인접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병 철수(12.4)는 절대 적 
유닛과 인접해 끝낼 수 없다.

13.25 전투와 이전 후퇴 유닛들: 한 유닛이 근접 전투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한 헥스로 근접 전투로부터 후퇴하게 된다면, 그 근접 
전투에 전투력을 제공할 수도 않지만, 선두 유닛으로 선택될 수도 없
다. 만약 그 측이 근접 전투의 결과로 상처를 입게 된다면, 이전에 후
퇴한 유닛은 사기 점검을 가져야만 한다. 통과하게 된다면, 한 헥스 
후퇴해야만 하고, 실패한다면, “D” 결과(13.1 당) 가지게 된다.

13.26 리더 후퇴: 모든 리더는 적층된 후퇴하는 아군 유닛과 함
께 자유롭게 후퇴할 수 있다. 리더는 절대 꼭 후퇴를 할 필요는 없다.

13.27 포병 후퇴: 포병 유닛은 다른 유닛들처럼 후퇴한다. 포병 
유닛은 적 전투 유닛과 인접한 근접 전투 결과 적용 Step을 종료하다
면, 자동으로 포로가 되지 않는다. 자동 포로는 단지 확률 비율 Step
을 결하는 동안 방어하는 포병 유닛들에게서만 발생한다.

13.3 분열 상태(Disruption)
분열 상태인 유닛들:
Ÿ 한 턴에 한 헥스만 이동할 수 있으며, 적 유닛에 인

접한 이동을 할 수 없다. 분열 상태인 유닛이 적 유
닛과 인접한 이동 페이즈를 시작하면 가능한 한 많
은 적 유닛에서 멀리 이동하기(즉, 더 이상 인접하
지 않도록) 위해 한 헥스 이동을 사용 해야만 한다.

Ÿ 공격할 수 없다; 포병과 라이플 유닛들은 사격할 수 없다.

Ÿ 그들의 SPs의 반으로만 방어한다(소수점 이하 반올림)

Ÿ ZOC는 가지지 않는다.

Ÿ 만일 그들이 추가로 “D" 결과를 받는다면 부서진 상태(shattered)
가 된다.

Ÿ 만일 그들이 ‘고정' 결과를 받는다면 포로가 된다.

Ÿ 만일 그들이 적 유닛들에 인접한 자신만의 근접 전투 페이즈를 끝
내고, 아군 열병 상태인 유닛들과 함께 적층되지 않는다면, 추가
적인 “D" 결과를 겪는다. 이로 인해 유닛들은 부서진 상태가 된다
(즉, 그들은 포로가 되거나, 3 헥스 후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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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부서진 상태(Shattered)
부서진 상태 유닛들:
Ÿ 이동할 수 없다.

Ÿ 공격할 수 없다; 포병과 라이플 유닛들은  사격
할 수 없다.

Ÿ 1 SP로 방어하고(실제 SP등급에 상관없이) 지형 DRMs를 받을 
수 없다.

Ÿ ZOC를 가지지 않는다.

Ÿ 만일 그들이 추가로 “D" 결과를 받는다면(그런 유닛들은 제거 상
자 안에 놓아라) 제거된다.

Ÿ 만일 그들이 ‘고정' 결과를 받는다면 포로가 된다.

Ÿ 만일 그들이 적 유닛들에 인접한 어떤 근접 전투 페이즈를 끝내고 
열병 상태인 유닛들로 적층되지 않는다면, 포로가 된다.; 그 유닛
들은 제거되고 포로 상자 안에 놓는다.

13.5 사기 확인
사기 점검이 요구될 때,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그 값은 그 유닛의 
사기 보정에 추가한다. 만약 그 결과가 5 이상이라면, 그 유닛은 사기 
점검에서 통과한다. 만약 그 결과가 4 이하라면, 그 유닛은 사기 점검
에서 실패한다.

사기 점검 보정자: 사기 점검 주사위 굴림에 다음과 같이 보정을 적용
한다:

+1 요새(forts), 보루(redoubts), 방책(stockades), 기슭막이
(revetments), 흑보루(earthworks), 강철제 화살(flechettes) 또는 게
임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요새화(fortified)된 헥스면의 다른 유형을 
포함하여 위반되지 않는 보루를 가로질러 혼자 공격받는 방어 유닛.

+? 지도력 DRM(14.23)

+1 요새(forts), 보루(redoubts), 방책(stockades), 기슭막이
(revetments), 흑보루(earthworks), 강철제 화살(flechettes) 또는 게
임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요새화(fortified)된 헥스면의 다른 유형을 
포함하여 위반되지 않는 보루를 가로질러 혼자 공격받는 방어 유닛.

14. 리더들
14.1 적층 리더들
아군의 여러 리더는 한 헥스에 적층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
위의 리더(3.2 참조)만 헥스에 있는 유닛을 명령할 수 있다(즉, 해당 
유닛에 대한 DRM 제공). 아군 유닛들 위에 지휘관으로 리더를 배치한
다. 리더 적층 제한 사항에 대한 전용 규칙을 확인한다.

14.2 리더들 사용하기
14.21 근접 전투 DRM: 근접 전투에서 지휘관인 리더는 근접 
전투 DRM에서 주사위 굴림으로 보정한다. 공격할 때는 비율에 주사
위 굴림을 추가하고, 방어할 때는 차감한다.

14.22 전투 치트: 만일 전투 유닛이 근접 전투 동안 리더에게 인
접해 있거나 함께 적층되어 있다면, 플레이어는 추가로 전술 치트들
을 플레이 할 자격이 있다(12.5).

14.23 지도력(Leadership) DRM: 모든 사기 점검과 회복 시
도 동안에 지휘관인 리더는 그의 헥스안에 있는 모든 전투 유닛들에 
그의 지도력 DRM을 추가할 수 있다. 

지도력 기능* 범위 사용같은 헥스 인접 

근접전투(CC) 
DRM Yes

NO, 리더의 헥스
가 같은 CC에 포
함되어 있지 않으
면 안 된다.

리더의 헥스에  
있는 유닛이 싸
운 모든 CC에 
적용 된다.

지도력  
DRM Yes 조지 워싱턴만 Yes.  

그러지 않으면 No.
각 유닛의 굴림
에 적용한다.

전술 치트 
사용 Yes Yes

리더에 인접해있
는 모든 CC에 적
용한다.

* 리더는 이 행렬에서 묘사한 기능을 수하하기 위해 지휘관이 되어야
만 한다.

14.3 리더s 영향력
14.31 리더들은 절대 분열 상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후퇴하거나 분
열 상태인 유닛들과 적층되어 있다면, 그 리더는 같이 후퇴하거나 혹
은 제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리더들은 “*” 결과에 의해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받는다.

14.32 헥스에 혼자있는 리더는 열병 상태 혹은 분열 상태인 적 전
투 유닛들이 진입한다면, 즉시 포로가 된다. 이 포로는 이동 페이즈 
혹은 전투 후 전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그 리더가 
적 이동 동안에 포로가 된다면, 포로를 잡는 유닛은 정지하거나 혹은 
추가 이동 점수를 소비할 필요는 없다.

15. 회복 페이즈와 유닛 사기
15.1 회복 페이즈
회복 페이즈 동안에 적 전투 유닛에 인접하지 않은 페이징 플레이어의 
분열 혹은 부서진 상태 유닛들은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유닛은 사기 
점검으로 회복을 시도한다(13.5). 지휘관인 리더의 지도력 DRM(14.23)
을 추가하여 같은 헥스에 있는 유닛들의 회복 시도에 보정할 수 있다. 
회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진 않는다.

15.2 회복 효과
사기 점검에 통과한 분열 상태 유닛은 열
병 상태로 복구된다. 사기 점검에 실패한
다면, 분열 상태로 남는다. 사기 점검에 
통과한 부서진 상태 유닛은 분열 상태가 
된다. 사기 점검에 실패한다면, 부서진 상
태로 남는다.

15.3 유닛 사기
15.31 기초 사기: 유닛의 기본 사기
는 유닛에 프린트 되어 있다. 유닛의 축소
된 면에 있는 기본 사기는 최대 전투력 
면에 있는 것 보다 항상 1 작다.

15.32 사기 보정: 유닛의 보정된 사기는 유닛의 기본 사기이고, 
그 유닛의 군대 사기 보정자이다(16.2 확인). 선두 유닛의 보정된 사
기는 근접 전투에서 DRM으로 사용된다(1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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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대 사기
제작 노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보다 압
도적인 손실을 가함으로써 전투는 줄어들었다. 육군 사기 기록은 플레
이어의 전체 힘에 대한 강점과 의지를 측정한다. 플레이 진행 과정에서 
개별 유닛의 성공 또는 실패는 각 플레이어의 군대의 전반적인 상태에 
누적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플레이어 군대의 전반적인 사기 상태는 
개별 유닛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16.1 사기 수정
군대 사기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군대 
사기 조정 표 확인):

Ÿ 사격 또는 근접 전투 결과로 ‘효과 없음’이외에 한다.

Ÿ 유닛 회복 (+1)

Ÿ 리더 사상자 (특정한 규칙 확인)

Ÿ 고정 마커는 이동 페이즈에서 제거된다(9.3).

16.2 군대 사기 수준 
16.21 사기충천(High Morale): 만일 군대가 사기충천이 된다
면, 그 군대에 대한 주도권 DRM은 +1 이다. 사기충천한 군대에 있는 
모든 유닛들은 프린트된 유닛 사기 등급을 사용한다.

16.22 피로 상태(Fatigued): 만일 군대가 피로해지면, 그 군대
에 대한 주도권 DRM은 0이다. 피로한 군대에 있는 모든 유닛들은 1
로 축소된 사기 등급 유닛을 갖는다.

16.23 주저 상태(Wavering): 만일 군대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군대에 대한 주도권 DRM은 –1 이다. 주저하는 군대에 있는 모든 
유닛들은 2로 축소된 사기 등급 유닛을 갖는다.

16.24 만일 군대의 사기가 전투 사격 혹은 근접 전투의 해결 중에 
사기충천, 피로 상태, 주저 상태 사이로 변한다면, 그 전투 시작에 유
효했던 군대 사기 등급을 사용하여 사기 점검 결과를 해결한다. 새로
운 군대 사기 등급은 그 전투 페이즈에서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전투
에 사용한다.

16.3 사기저하로 상당한 승리
만일 군대의 사기가 0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게임을 즉시 끝내고, 상대방 플레이어가 상당한 승리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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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플레이 순서

A. 주도권 부분 (6.0 확인)
Ÿ 각 플레이어는 하나의 주사위를 굴려 군대 사기 DRM으로 보정

하여 이번 턴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한다.

B. 주도권 플레이어 턴
1. 정확한 플레이어 턴을 나타내기 위해 게임 턴 마커

를 뒤집는다.

2. 이동 페이즈 (9.0 확인)
Ÿ 부서진 상태 유닛들은 이동할 수 없다(13.4).
Ÿ 분열 상태인 유닛들은 오직 1 헥스만 이동할 수 있다(13.3).
Ÿ 고정된 유닛은 적 유닛에 인접하여 이동을 끝내지 않고, 페이

징 플레이어의 군대 사기를 줄일 때만, 이동할 수 있다(9.4).
Ÿ 유닛들은 길 또는 선로를 따라서 전략적 이동을 수행할 수 있

다.

3. 회복 페이즈 ( 15.0 확인)
Ÿ 적 전투 유닛에 인접하지 않은 분열 상태(13.3) 혹은 부서진 

상태(13.4)의 각 아군 유닛에 대해 사기 점검(13.5)을 한다.
Ÿ 그 유닛 회복을 위해서 보정 주사위 굴림으로 5이상 이여야 

한다.
Ÿ 부서진 상태 유닛이 회복하면 분열 상태가 되고, 분열 상태인 

유닛이 회복하면 열병 상태가 된다.

4. 방어적 포병 포격 페이즈 (11.0확인)
Ÿ 비 페이징 플레이어는 모든 혹은 일부 포병 유닛들로 포격을 

할 수 있다.

STEP 1: “To Hit" 수를 결정한다(사격 테이블 위의 목표까지 사
거리를 가진 포병 SPs 교차점 참조).

STEP 2: 주사위를 굴린다. 만일 보정된 주사위 굴림이 ‘To Hit"
수 이상이라면, 명중은 득점된다.

STEP 3: 만일 명중으로 득점한다면, 두 번째 보정되지 않은 주사
위 굴림은 그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포병 Fire Damage Table에
서 확인한다. 결과 적용 이후에 필요한 군대 사기 조정을 한다
(16.1).

5. 라이플 사격 페이즈 (규칙 10.0)
Ÿ 양 플레이어들은 라이플 유닛들로 라이플 사격을 수행할 수 

있다.
Ÿ 사격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0.4).

STEP 1: "To Hit" 수를 결정한다(10.3).

STEP 2: 주사위를 굴린다. 만일 보정된 주사위 굴림이 ‘To Hit"
수 이상이라면, 명중은 득점된다(10.3).

STEP 3: 만일 명중으로 득점한다면, 두 번째 보정되지 않은 주사
위 굴림은 그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라이플 Fire Damage Table
에서 확인한다. 결과 적용 이후에 필요한 군대 사기 조정을 한다
(16.1).

6. 근접 전투 페이즈 (규칙 12.0) 
A. 모든 공격자들을 지정하라(12.21). 페이징 플레이어는 적 유닛들

에 인접한 모든 유닛들에게 공격해야만 하고(예외: 포병과 라이
플들), 모든 인접한 적 유닛들은 공격당해야만 한다.

B. 모든 유닛들로부터 고정 마커를 제거한다(12.22). 
C. 지정된 모든 근접 전투를 수행한다.

근접 전투 순서 (12.23):
STEP 1: 확율 비율을 결정한다.

Ÿ 포병 포로(12.3)
Ÿ 기병 철수(12.4)

STEP 2: 선두 유닛들 결정
STEP 3: DRMs 결정
STEP 4: 전술 선택과 해결
STEP 5: 근접 전투 해결
STEP 6: 기세 결정*

STEP 7: 근접 전투 결과 적용
Ÿ 군대 사기 조정

STEP 8: 기세 얻기*

STEP 9: 전투 후, 전진
* 고급 게임에서만 사용한다.

7. 게임 턴 마커를 게임 턴의 아래쪽 절반까지 이동하
고 뒤집는다. 

C. 두 번째 플레이어 턴
위와 동일 하지만 B1과 B7을 무시하라.

D. 턴의 끝 부분
1. 자동 승리에 대해 확인한다(전용 규칙 소책자를 확인).
2. 만일 그것이 시나리오의 마지만 게임 턴이라면 승자를 결정한

다.
3. 게임 턴 마커를 다음 게임 턴의 상단 반까지 전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