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비용  에너지

- 영토 당 한 개, 육지 영토에만 배치, 플레이어 당 최대 4개
- 각 턴의 시작에 우주 정거장 영토 내에 MOD 1개 생산
- 우주 정거장과 함께 방어하는 모든 유닛들은 D8으로 방어
- 우주 정거장 내에 있는 유닛들로만 달을 공격할 수 있다.
- 상대가 점령했을 때는 점령한 공격자의 색상으로 교체한다.

- 외교 사령관

-  D6 공격
- 외교 사령관이 있어야 외교 카드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구입비용  에너지

D8으로 방어
제거 됐을 때, 다음 턴에 재배치할 수 있다.

- 육지 사령관

- 육지 영토에서 육지 영토로  D8 공격
- 육지 사령관이 있어야 육지 명령 카드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해군 사령관

- 해상 영토에서 해상 영토로  D8 공격
- 해상 사령관이 있어야 해상 영토에서 해상 영토로 공격할 수 있다.
- 해상 사령관이 있어야 해군 명령 카드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우주 사령관

- 달 영토에서 달 영토로  D8 공격
- 우주 사령관이 있어야 달 영토에서 달 영토로 공격할 수 있다.
- 우주 사령관이 있어야 우주 명령 카드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핵병기 사령관

-  D8으로 공격
- 핵병기 사령관이 있어야 핵병기 명령 카드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한 해의 시작
- 비밀리에 턴 순서를 입찰한다.

- 같다면 주사위로 결정한다.

- 입찰한 모든 에너지는 소비된다.
(통과할 수 없는 영토)

턴 순서
(각 페이즈는 턴 순서대로 진행한다)

MOD와 에너지 수집과 배치하기

영토 차트 당 MOD와 에너지

대륙/식민지 보너스 MOD

우주 정거장과 함께 있는 영토에 보너스 MOD

한 턴에 3개 이상의 영토 점령에 대한 에너지 1개와 명령 카드 1장.

사령관과 우주 정거장 구입과 배치

각 사령관 구입에  에너지 소비

각 우주 정거장 구입에  에너지 소비

명령 카드 구입

해당 사령관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비용 = 각 장에 대해  에너지

최대 4 장

카드 내용을 보기 전에 구입해야만 한다.

명령 카드 사용하기

해당 사령관이 있어야만 한다.

사용할 때,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각 카드는 다음 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해결한다.

공격 페이즈 (각 플레이어는 원하는 만큼 공격할 수 있다)

1. 공격자는 어떤 영토를 공격할지를 선언한다.

2. 공격자는 어느 영토에서 공격하는지를 선언하다.

3. 공격자는 사용할 주사위 수와 형태를 선언한다.

4. 방어자는 사용할 주사위 수와 형태를 선언한다.

공격이 선언되면, 최소 주사위 1개를 굴려야만 한다.
공격자는 굴림 후에 아무 때나 공격을 취소할 수 있다.

거점 강화 (자유 이동)

- 한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이동한다(점령한 영토에 최소 1개 MOD 남김)

- 영토 사이에 “안전한” 길로만 갈 수 있다.

- 달로 오가는 여행은 우주 정거장이 있어야만 한다.

한 해의 끝

-  연도 마커 이동

최종 점수
영토의 수

+ 대륙/식민지 보너스

+ 영향력 카드 사용과 점수

= 최종 점수

전투 해결
공격자가 굴린 주사위 결과와 
방어자가 굴린 주사위 결과를 비교.
공격자 > 방어자 = 공격자 승리
방어자 ≥ 공격자 = 방어자 승리

성공한 주사위 수만큼 제거
주사위 굴림 한 번에 최대 제거 
유닛 수는 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