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윙즈 오브 글로리는 플레이어들이 미니어처로 비행기를 

표현하고 기동을 위해 카드를 사용해 1차, 2차 세계대전의 

공중전을 재현하는 시스템 게임이다.

WW1 윙즈 오브 글로리 규칙과 액세서리 팩은 WW1 버전의

플레이를 위해 비행기 미니어처를 제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당신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 본판 셋

이나(WW1 Wings of Glory Starter Set), 2대 혹은 WW1 

비행기 팩이 필요하다. 각 빙해기 미니어처는 특별한 베이스와

그것의 지정된 기동 덱이 있다. 

윙즈 오브 글로리는 배우기 쉽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기본 룰(페이지 5에서 10)은 당신에게 플레이 시작을 위한

간단한 요점과 게임의 핵심 개념을 배우도록 해준다.

당신이 기본 규칙에 익숙해지거나, 경험자가 되고 난 후에,

당신은 특별한 피해와 그들의 효과를 알면 좀 더 도전적인 

게임을 위해 일반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다(페이지 11에서 12).

고급 룰은(페이지 13에서 16) 상당한 실제감을 게임에 추가

하는 다양한 고도(altitude) 단계, 클라이밍(climbing)과 

다이빙(diving)을 소개한다.

당신이 플레이를 원하는 복잡한 단계가 무엇이든지 당신은

옵션 룰(페이지 17에서 22)을 선택할 수 있고, 당신은

WW1 Wings of Glory 게임 셋에 포함되어 있거나, 우리 

홈페이지(www.aresgames.eu)에서 다양한 다른 시나리오

를 다운로드하여 당신의 비행기를 작동해 볼 수 있다.

이 룰북은 역시 당신의 게임에 일반 비행기처럼 특별 팩 안에 

별도로 판매되는 열기구와 폭격기 같은 특별한 모델의 수를 

사용하는 규칙(페이지 23에서 30)을 포함한다.



(목표 카드) (참호 카드)

(폭격 카드)

(기본 비행기 제어판) (일반 혹은 고급 비행기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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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목표
윙즈 오브 글로리에서 2 인 공중전으로 정찰과 

호위 같은 특정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와 

항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은 비행기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제어한다. 

우리는 한 비행대가 상대의 비행대를 격추 시킬 수 

있는 간단한 도그파이트를 사용하여 시작하는  플레

이를 추천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승자는 그들

이 격추되기 전에 상대의 비행기를 파괴하는 플레이

어 -혹은 팀 플레이어- 다.

당신이 게임 메카닉에 익숙해진다면, www.aresgam

es.eu에서 시나리오를 찾거나 혹은 당신이 만든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와 
비행기의 수
윙즈 오브 글로리는 각각 한 대의  비행기를 제어하는 

플레이어가 최소 2 명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발적 슈팅이 아닌 많은 추적을 실행할 수 있는 각각 

단 2 대의 비행기로 게임을 하는 빠르고 액션감있는 

게임되도록  최소 총 4대의 비행기를 추천한다.

준비(setup)는 각 플레이어가 제어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로 2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래에 소개한다. 각 플레이어는  기동과 

사격을 구성하고, 그가 제어하는 각 비행기에 대한 

부분 피해를 입는다.

만약 당신이 두 명의 플레이어 이상과 플레이한다면, 

가능한 한 두 팀이 균등한 플레이어와 비행기가 되도록 

나누어라. 당신이 가진 미니어처의 수를 제외한다면, 

플레이를 위해 플레이어와 비행기 수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

준비
플레이를 위해(시나리오가 당신의 플레이를 위해 

제시하지 않는 한) 최소 90x90cm(혹은 36in.x36in)

의 평평한 면을 선택하라. 테으블, 카펫 혹은 바닥은 

플레이의 영역으로 정하기에 적당할 것이다.

각 플레이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 모델을 

선택한다. 각 비행기는 지정 베이스의 중앙에 꽂혀

지고 세워져만 할 것이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게임 지역의 반대쪽에 배치한다.

그가 제어하는 각 비행기를 위해 플레이어는 비행기 

베이스에 파란색 문자와 일치하는 기동 덱과 제어판 

그 비행기의 비행 카드를 가진다. 

오르기(climb)와 다이브(dive) 카드(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것과 기동 덱의 가장 높은 2개의 수 자가 있는 것)는 

당신이 고급 룰(페이지 13-16)로 플레이하기를 원할 

때까지 가지지 마라.

각 비행기 카드는 비행기 게임의 쉬운 참조로 사용하기 

위해 콘솔의 옆에 배치한다. 뒷면이 녹색인 카드는 우호 

비행기를 표시하고, 반면 뒷면이 회색인 카드는 추축국의 

비행기를 표시한다. 카드는 앞면 파일럿/유닛 이름의 

아래에 녹색 혹은 회색의 소속된 곳을 가지있어서 

플레이어는 게임 중에 어느 쪽 편인지 말해 줄 수 있다.

게임에서 어떤 비행기의 화력(베이스에 빨간 문자로 

표시)과 일치하는 피해 카드의 덱을 옆에 준비한다. 

그 피해 덱은 화력과 일치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그 

플레이어와 공유한다.



카드 분석

비행기 카드

비행 모델/버전

유니트(UNIT)

파일럿

WW1 미니어처 셋 이후 표시 없음

기동 덱

화력 덱

피해 저항

이동 방향제시

사격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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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오른 쪽

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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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동은 급격한 기동이다)

덱 ID

덱 번호



기본 룰

게임 턴
각 차례는 4단계로 구성된다: 계획 페이즈(phase)와 세 번의

액션(action) 페이즈로 이루어 진다. 각 액션 페이즈는 이동

(movement) 스텝(step)과 사격(firing) 스텝으로 자세하게 

나뉜다.  

플레이어는 이들 페이즈와 스텝을 다른 모든 플레이어와 

동시에 수행한다. 다음 순서의 하나를 실행하기 전에 각 스텝과 

페이즈를 끝내야 한다.

3 액션 페이즈를 완벽히 끝낸 후에 새로운 계획 페이즈 시작을 

위해 새로운 턴이 시작된다.

계획(Planing)

특수 기동(Special Maneuvers)

이 페이즈에서 플레이어는 그들의 비행 기동 덱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한다. 이 카드들은 각 비행기가 이번 턴 동안 

수행하게 될 3번의 기동이 된다.

제어판에 있는 3군데의 기동 공간에 이들 카드의 뒷면이 보이

도록 배치한다. 첫 번째 공간에 있는 카드는 첫 번째에 사용될 

것이고, 두 번째 공간에 있는 카드는 두 번째에 사용될 것이고, 

세 번째 공간에 있는 카드는 세 번째 사용될 것이다.

    이 기호가 있는 카드는 스팁(Steep) 기동을 표현한다. 

이것은 연이은 플레이로 스팁 카드 2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스팁 기동을 플레이하기 전에 스팁 기호가 없는 카드를 최소 

1장을 플레이해야만 한다.

만약 이전 턴의 마지막 카드가 스팁 기동이였다면, 당신은 

새로운 턴의 첫 번째 카드로 스팁 기동을 사용할 수는 없다.

짧은 화살표로 표시되는 스팁 기동은 스톨(Stall)이라고 

부른다.

(급격한 기동) (스톨)

*스톨(Stall):비행기 주익(主翼)의 양력(揚力)이 급격히 떨어

지는 현상. 또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는 기술.

*급격한 기동(Steep Maneuver):비행기 주익(主翼)의 

양력(揚力)의 급격한 변화로 방향을 바꾸는 기술.

     이 기호가 있는 카드는 이멜만 턴이다. 이멜만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는 이멜만을 수행하기 전에 직선 

이동(     이 기호가 있는 카드)을 선택해야 하고, 이멜만 후에 

즉시 다른 직선 이동을 해야 한다. 

(이멜만 턴) (직선 기동)

불법 기동(illegal maneuvers)
만약 제한 요소에 따르지 않고 불법 기동으로 판명 되는 

경우에는 불법 카드와 직선 카드는 재배치 되어야만 하고, 

비행기의 구조에 압박을 표현하는 A 피해 카드를 가진다.

첫 번째 액션 페이즈-
이동 스텝
모든 플레이어가 그들의 이동을 계획하고 난 후, 그들은 

기동 카드를 계획한 첫 번째 카드를 동시에 공개한다.

각 플레이어는 화살표의 시작 부분과 베이스 앞의 작은 

파란색 선과 일치 되도록 비행기 베이스의 앞쪽에 기동 

카드를 배치한다.

다음으로 비행기 베이를 잡고, 비행기 베이스의 뒤쪽 파란색 

화살 머리와 카드의 기동 화살표 머리와 일치 되도록  기동 

카드의 맨 앞쪽에 배치한다.

비행기가 기동을 한 후, 플레이어는 기동 카드를 제거한다.

플레이 지역을 떠나면?
비행기가 스탠드의 중심이 플레이 지역 바깥으로 간다면, 그 

비행기는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동 스텝의 끝에 플레이 

지역의 바깥으로 나간 비행기는 게임에서 제거된다.



예제
                이동 스텝에서 Airco DH.2는 Fokker 

            E.III가 오른쪽으로 사이드슬립(sideslip)을 

      실행하는 동안 왼쪽으로 선회를 

     한다. 이동 후, Airco DH.2는 근접 거리에서 

    사격을 할 수 있다: Fokker E.III를 제어하는 

  플레이어는 B 피해 덱에서 2장의 카드를 

 집어와야만 한다. Fokker E.III는 사격 각(Arc)의 밖에 

있는 Airco DH.2에 대해 사격할 수 없다.

이동중에 겹치는 상황
게임 장소에서 기동 후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두 개 이상의 

비행기가 있을 수 있다. 비행기의 베이스는 이동이나 

미끄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겹칠 수 있다. 만약 

이렇게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델 베이스가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인하고 비행기 카드(비행기 캐릭터 카드)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 

어떠한 측량을 위해 비행기 카드를 사용하라. 만약 비행기가 

사격을 한다면, 그 카드의 중앙에 있는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겹침이 끝나는 즉시 그 카드는 모델로 교체된다.

첫 번째 액션 페이즈-
사격 스텝
모든 비행기가 이동 후에는 각 비행기가 사격을 할 수 있는지 

자(ruler)로 측정해볼 수 있고, 비행기 베이스의 중심에서 

시작해 상대 베이스의 방향으로 배치한다.

만약 자의 끝 부분이 공격하는 비행의 사격 각(2개의 검은 

선 사이의 각) 안에 있고, 적 비행기의 베이스 어느 부분에 

닿는다면, 공격하는 비행기는 상대 비행기에게 사격을 할 수 

있다. 각 비행기는 각 라운드에 가능한 여러 목표물 중에 단일 

목표에만 사격을 할 수 있다. 두 비행기가 서로 사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격은 의무가 아니다.

만약 목표물 베이스가 자의 첫 번째 반(half)에 닿는다면, 

그 사격은 짧은 거리(short rage)이다. 목표물 비행기의 

소유자는 사격 비행기의 화력 문자와 일치하는 피해 덱에서 

2장의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

만약 목표물 베이스가 자의 두 번째 반에 닿는다면, 그 사격은 

먼 거리(Long range)이다. 목표물 비행기의 소유자는 적절한 

피해 덱에서 한 장의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



시야(Line of Sight)
비행기가 적이나 아군, 다른 비행기를 관통해서 사격을 할 수는 

없다. 만약 자의 모서리가 비행기를 가로지르는 것 없이 목표물 

베이스에 닿지 않는다면, 사격하는 비행기의 시야는 막힌 

것이다(다른 목표에게 사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 겹침
만약 이동 후에 두 비행기의 베이스가 겹쳐진다면, 두 비행기 

중에 누구라도 다른 비행기에 사격 할 수 있다. 그들이 사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비행기가 사격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비행기

는 일반 시야 규칙을 사용해 겹쳐진 비행기에 사격할 수 있다. 

겹쳐진 비행기는 각각 다른 시야나 그들에게 사격 할 수 있는 

비행기의 시야를 막을순 없다.

피해(DAMGE)
비행기에 사격을 당하면, 그 비행기의 소유주는 공격자의 

화력에 표시되는 피해 카드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른 

플레이어가 볼 수 없게 혼자만 본다.

플레이어는 카드의 피해 포인트를 추가해서 목표물 비행기 

콘솔의 적절한 장소에 보이지 않게 모든 피해 카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다.

비행기가 살아 있도록 하는 피해(카드에 적혀져 있는 숫 자)의 

총합이 비행기(베이스에 녹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의 저항력 

이상이 된다면, 그 비행기는 제거된다. 그 비행기는 게임에서 

제거되고, 그것의 모든 피해 카드는 그것들 각각의 덱에 넣고 

다시 섞는다.

그 페이즈에서 모든 피해는 모든 비행기가 사격을 가진 후 

동시에 해결한다. 그러므로 격추된 비행기는 제거된 

자리에서의 페이즈에서 여전히 사격을 할 수 있다.

특수 피해(Special Damages)
어떤 피해 카드는 그 카드가 주는 특수 피해를 표시하는 기호

(symbol)를 포함한다.

만약 폭파       기호가 있는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면, 

그 목표물 비행기는 폭파되고, 즉시 플레이에서 제거 

된다.

만약 탄환 주입 고장                 기호를 포함하는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면, 사격한 비행기는 총(Gun)의 어딘가에 

하나가 고장이 난다. 그 카드를 가져온 플레이어는 즉시 

사격한 플레이어에게 그 카드를 보여준다. 사격한 비행기는 

다음 각 3번의 기동에는 사격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3개의 고장 카운터를 가지고 오고, 사격한 

비행기의 제어 보드 위에 넣어 둔다: 이 비행기는 다음 

3번의 각 기동을 수행한 하는 동안 고장 카운터를 각각 

하나씩 제거한다. 그런 후에 그 비행기는 

일반 사격을 할 수 있다. 만약 고장 카드 2장을 

동시에 가져온다면, 단지 3번의 기동에만 여전히 고장이다.

피해 카드에 표현되는 다른 특수 피해의 형태는 기본 

규칙에서는 무시하고, 페이지 11-12에서 설명하는 고급 규칙

에서 활성화 된다.

피해카드 부족
만약 피해 카드 전체가 이미 다 사용되었다면, 각 플레이어는 

종이에 비행기의 특수 피해와 피해의 총합을 적어 둔다. 

그리고 모든 피해 카드를 각각의 덱에 넣어 섞는다. 

두 번째 액션 페이즈
모든 비행기가 사격과 피해를 해결한 후에 첫번째 액션 

페이즈는 끝난다.

두번째 액션 페이즈에서 모든 플레이어는 이번 차례에 

비행기의 두 번째 기동 카드를 공개하고, 첫 번째 액션 

페이즈와 같이 비행기의 이동과 사격을 해결한다. 

세 번째 액션 페이즈
세 번째 액션 페이즈에서 모든 플레이어는 이번 차례의 

세 번째 비행기 기동 카드를 공개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액션 

페이즈와 같이 비행기의 이동과 사격을 해결한다. 

이것이 완벽한 게임의 차례이다.



(비행기 제어판)

(비행기 카드) (받은 피해
       카드)

(+1 더해서 받는
         피해 카드)

(총기 막힘 현상
카운터)

(사용하지 않은 기동 카드)

(옵션 룰에서 사용되는 것) (첫 번째 계획한 기동) (두 번째 계획한 기동) (세 번째 계획한 기동)

(마지막에 수행한 기동) (에이스 스킬 토큰)

(기본 규칙)

상기 시키기
차례의 세 번째 기동 카드가 스팁 기동

이였다면, 그 플레이어는 스팁 기동 카드를 

가지고, 다음 차례의 시작에 스팁 기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비행기 

제어판에 배치한다.

만약 세 번째 기동 카드가 이멜만 턴 

이였다면, 그 플레이어는 직선 기동으로 

다음 차례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멜만 턴 카운터를 가진다.

만약 세 번째 기동 카드가 직선 기동

였다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차례에 이멜만 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직선 기동 카운터를 가진다.

차례 종료
상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 난 후, 플레이어는 

이번 차례에 사용한 3장의 기동 카드를 집어 오고, 그들의 

기동 덱에 기동 카드를 되돌려 놓는다.

새로운 계획 페이즈를 시작으로 새로운 차례를 시작한다.

승리
간단한 도그파이트를 플레이하고 나면, 승자는 적 비행기가 

플레이 지역을 벗어나거나 격추되어 여전히 남아 있는 비행기의 

소유주(혹은 팀)이다. 만약 당신이 여러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승자가 되는 플레이어 또는 팀 스코어는 플레이 지역을 떠나는 

적 비행기당 1 점, 적 비행기를 격추 시킬 때마다 2점, 그리고 

격추된 비행기의 소유주는 -1점을 받는다. 이 스코어는 다른 

게임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정 시나리오는 스코어 

방법이나 승리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플레이어가 기본 규칙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 챕터의 규칙이 

게임을 좀 더 디테일하고 도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챕터의 규칙은 집합체이고 모두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일반 규칙에 사용되는 규칙은 부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일반 규칙은 게임의 실제성을 증가시키는 특수 규칙을 

소개한다.

일반 규칙으로 플레이 한다면 명시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이전 규칙의 적법한 것은 남아 있다.

게임 차례

피해

특수 피해
몇몇 피해 카드는 피해 포인트의 수를 추가하는 기호를 가진다. 

이 기호는 목표물 비행기에 가해지는 특수 피해로 표시된다. 

어떤 것은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몇몇 특수 피해의 결과는 

즉시 다른 플레이어에게 알려줘야만 한다. 적절할 때, 목표물 

비행기의 소유주는 특수 피해를 알려주고, 비행기 제어판의 

적당한 피해 부분에 피해 카드를 배치한다. 그러나 특수 피해를 

알려 준다고 하여 카드의 피해량까지 다른 플레이어에게 말해 

주면 안 된다.

이         기호는 비행기의 방향 조절기(rudder)의 

고장을 표시한다. 이 특수 피해는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비행기는 다음 차례의 왼쪽 기동(카드의 오른쪽 아래의 

모서리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되는 기동)을 선택할 수 없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기동들은 배치한 것과 같이 수행한다.

이         기호는 비행기의 방향 조절기(rudder)의 

고장을 표시한다. 이 특수 피해는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비행기는 다음 차례의 오른쪽 기동(카드의 오른쪽 

아래의 모서리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되는 기동)을 선택

할 수 없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기동들은 배치한 것과

같이 수행한다.

이       기호는 승무원이 명중(hit) 됐다는 것을 표시한다. 

만약 목표물이 1인승 비행기라면 이 특수 피해는 파일럿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물 비행기의 

플레이어는 이 특수 피해를 알려 줘야 한다.

부상당한 파일럿은 상승(페이지 13-15의 고도-Altitude- 

규칙을 보라), 스플릿-에스(Split-S), 이멜만 턴, 급격한 

기동을 실행하는 같은 페이즈에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없다. 만약 부상당한 파일럿이 두 번째 상처를 

가지면, 파일럿은 무력해지고, 비행기는 즉시 제거된다.

부상당한 파일럿은 기관총을 오랫동안 수리를 할 수 없다: 

만약 총이 고장 난다면, 3번의 기동 대신에 다음 4 번의 

기동까지 사격을 할 수 없다.

이       기호는 비행기 엔진의 피해를 의미한다. 

이 특수 피해는 비밀로 해야 한다. 엔진에 피해를 입은 

비행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각 차례에 최소 한 개의 

스톨 기동(짧은 화살표 한 개와      기호)을 플레이해야만 

한다. 만약 비행기가 두 번째 엔진 피해를 입는다면, 

이 비행기는 즉시 제거된다.

이       기호는 비행기가 연기(smoke) 꼬리를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행기의 플레이어는 이 특수 피해를 

알려 주어야만 한다. 연기를 남기기 위해 목표된 

플레이어는 비행기 제어판의 피해 부분에 연기 카운터 

3개를 배치한다. 이 플레이어는 각 차례에 마지막에 

카운터 1개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비행기는 모든 연기 

카운터가 제거될 때까지 꼬리물기(페이지 17의 꼬리물기

-Tailing을 보라)를 수행할 수 없다. 연기가 있는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꼬리잡기를 할 수 있다.



(비행기 제어판)

(비행기 카드) (받은 피해
       카드)

(+1 더해서 받는
         피해 카드)

(총기 막힘 현상
카운터)

(사용하지 않은 기동 카드)

(옵션 룰에서 사용되는 것) (첫 번째 계획한 기동) (두 번째 계획한 기동) (세 번째 계획한 기동)

(마지막 수행한 기동)

(상승 기동) (고도 카운터) (특수 피해 카운터)

(에이스 스킬 카운터)

(일반 규칙과 고급 규칙)

만약 여전히 첫 번째 효과와 연기 카운터가 제어판에 

있는데, 연기나는 비행기가 두 번째 연기 피해를 가지면, 

화염 피해 카운터(아래를 보라)와 같이 처리한다. 

예로 이 비행기의 소유주는 모든 남겨진 연기 카운터를 

제거하고, 3개의 화염 카운터를 가진다.

이       기호는 비행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플레이어는 이 특수 피해를 알려줘야만 한다. 목표된 

플레이어는 화염 카운터 3개를 가지고, 비행기 제어판의 

피해 부분에 가져다 둔다. 각 차례에 차례의 첫 번째 

기동을 공개하기 전에 이 플레이어는 화염 카운터를 

제거하고 A 덱에서 피해 카드를 1장 가진다. 단 피해 

점수와 폭발은 계산을 하고, 모든 특수 피해는 화염 

카운트가 제거될 때까지 무시되고, 불붙은 비행기는 

어떠한 직선 기동을 할 수는 없다.

     역시 연기가 있는 비행기는 화염 카운터가 제거될 때까지 

      꼬리잡기(17페이지 꼬리잡기를 보세요)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불붙은 비행기를 꼬리 잡을 수 있다.

만약 화염 피해가 이미 있는 비행기가 화염 피해 카드를 가져

온다면, 플레이어는 제어판에 이전에 화염 카운터가 얼마나 

많이 있던 상관없이 비행기 제어판의 피해 부분에 화염 피해 

카운터 3개를 가져다 두고 다시 제거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특수 피해

비행기가 같은 때나 여러 차례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특수 피해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비행기가 같은 때에 2개의 오른 고장, 2개의 왼쪽 고장, 

2개의 화염 피해를 가진다면, 특수 피해 중 단 하나의 특수 

피해 효과를 가진다. 추가로 승무원, 엔진 그리고 연기 피해 

카드는 각각의 부분(section)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 효과를 가진다.



플레이어가 일반 규칙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 부분의 규칙 

묶음을 추가해서 좀 더 실재감 있는 게임이 되기를 바란다.

고급 규칙은 고도(altitude)에 대해서 소개한다. 고급 규칙으로 

플레이한다면 명시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이전 규칙의 적법한 

것은 남아 있다.

고도(Altitude)
공중 전투에서 비행기 고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전술적 

요소이다. 게임에서 좀 더 실재 같은 것을 추가하고, 이 부분

(aspect)을 표현하기 위해 이 섹션의 규칙을 표현한다.

이 규칙이 사용된다면, 플레이어는 각 비행기 모델을 포함해서 

현재 비행기의 고도를 보여주기 위해 넣고 뺄 수 있는 4개의 

스탠드를 사용한다.

플레이어는 역시 각 비행기 기동 덱에 마지막 2장을 추가한다

(빨간색 화살표로 알 수 있는): 상승(climb) 카드        와 

하강(dive)        카드. 이들 두 카드는 다른 모든 기동 카드

처럼 같은 방법으로 계획 페이즈 동안 사용하지만, 특수 규칙을 

가지고 있다(15 페이지의 상승과 하강을 보라).

 

예
Airco DH.2는 스탠드 1개를 

사용해서 1고도를 날고 있다.

고도 스탠드와 상승 카운터
비행기의 고도는 고도 레벨(1에서 4)와 상승 카운터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고도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높게 비행기가 날고 있다. 소유주는 

비행기의 각 고도 레벨을 위해 모델과 비행기의 베이스 사이에 

고도 스탠드 1개를 넣는다(이렇게 해서 고도 레벨 2인 비행기는 

2개의 스탠드를 가질 것이다). 플레이어는 원한다면 역시 추가를 

기억하기 위해 제어판에 번호가 있는 카운터를 배치한다.

비행기는 고도 4보다 더 높게는 안된다. 가장 높을 때, 비행기를 

더 높은 고도로 올려주는 기동은 부적절한 기동으로 간주한다.

상승 카운터는 더 높은 레벨로 상승해 나아가는 비행기를 

수행하는 기록 유지로 사용한다.

각 비행기는 같은 고도로 게임을 시작한다(1에서 4,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이 동의해야 한다)

예
Halberstadt D.III는 스탠드 2개를 

사용해서 2 고도를2로 날고 있다.



상승 비율   과 최대 고도     테이블

  최대 고도는 높이 날으기 옵션 규칙(19페이지)

에서 사용한다.



이동
상승(Climb)
비행기가 상승 기동 카드를 실행한다면, 

소유주는 비행기 제어판 위의 적절한 

공간에 상승 카운터를 추가한다. 상승 

카운터가 14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에 

표시된 상승 비율과 같아진다면, 그 

비행기는 고도 1 레벨을 얻는다. 

플레이어는 모든 상승 카운터를 

제거하고 모델 아래에 스탠드를 

추가해서 넣는다.

예
Sopwith Camel(3의 상승 비율)은 고도 1 레벨이다. 

이전 차례에서 상승 카운터 1개를 가졌다. 이 비행기가 

새로운 상승을 실행한다면, 2번째 상승 카운터를 얻는다. 

게임 이후, 또 다른 상승을 실행한다면 3번째 상승 카운터

를 얻는다. 상승 비율이 3이 되고 나서 비행기는 즉시 

고도 2 레벨이 되고, 새로운 스탠드를 얻게 되면, 모든 

상승 카운터를 제거한다.

상승은 비행기가 4보다 더 큰 고도로는 계획할 수 없다.

주의: 상승 카드는 스톨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규칙에 관한 한 스톨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강(Dive)
비행기가 하강 기동 카드를 실행

한다면, 고도 1레벨을 잃는다. 

플레이어는 모델에서 스탠드 1개와

비행기의 제어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승 토큰을 제거한다.

비행기가 하강으로 고도 1레벨 아래로 

내려간다면, 땅과 충돌하고 제거된다.

주의: 하강 카드는 직선과 유사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다른 규칙에 

관한 한 직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이멜만 전에 직선 기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멜만 턴, 

직선 기동 다음으로 하강을 계획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이브는 직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수 기동
이멜만 턴(Immelmann Turn)
이멜만 턴은 기본 규칙에서 실행하지만, 비행기 역시 상승

기동을 하는 즉시 상승 토큰을 받는다. 이멜만 턴은 climb

와 같은 턴에 실행할 수 없다.

스플릿-S(Split-S)
스플릿-에스는 아래 방향으로의 이멜만 턴이다. 스플릿-에스를 

계획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는 일반 이멜만 턴 카드를 사용하지만, 

스톨이 선행되어야 하고 직선 기동으로 이어진다(직선을 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톨을 선 진행하는 것은 이멜만과 

스플릿은 같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기동을 기분 하는 것).

스플릿-에스를 실행한다면, 비행기는 상승 카운터 1개를 

잃는다. 만약 잃을 상승 카운터가 없다면 고도 1레벨을 

잃고 비행기의 상승 비율과 같은 상승 카운터를 가지고 

1개를 뺀다.

주의할 것은 비행기가 스플릿-에스로 인해 고도 1레벨 

아래로 떨어진다면, 땅과 충돌하게 되고 제거된다.

스플릿-에스는 다이브와 같이 같은 차례에 실행할 수 없다.

예

Sopwith Camel(상승 비율 3)은 고도 3레벨이고 상승 

카운터가 없다. 비행기는 어른 쪽 사이드슬립(sideslip)과 

스톨, 그리고 이멜만/스플릿-에스를 계획한다. 3번째 

페이즈 때, 비행기는 스플릿-에스를 실행하다. 즉시 고도 

2레벨이 되고 상승 카운터 2(3-1) 개를 가진다. 대신에 

Fokker Dr.I(상승 비율 2)는 상승 카운터 1(2-1) 개를 가진다.

오버다이브(Overdive)

하강은 스팁(steep) 기동이지만 비행기가 직선과 함께 다이브로 

이어진다면, 스톨 이후에 단 한계를 계획할 수 있다. It can be

planned also by airplanes on fire, even if straights are 

normally forbidden for them.이 진행을 -스톨, 하강, 직선 - 

오버다이브라고 부른다. 

하강을 실행한 후, 비행기는 모든 상승 카운터와 고도 1레벨을 

잃는다. 비행기가 직선 기동을 실행한 우에 다른 고도 레벨을 

잃는다. 

만약 비행기가 오버다이브 때문에 고도 1레벨 아래로 

떨어진다면, 땅과 충돌하게 되고 제거된다.

그들의 기동 덱에 이멜만 기동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행기들은 오버다이버를 실행할 수 없다.



충돌(Collision)

다음과 같이 두 비행기가 겹치면 충돌이다:

      똑같은 고도 이고,

      둘 중 하나가 상승 카운터(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를 가지고 있거나 둘 다 상승 카운터가 없을 때.

충돌하는 각 비행기는 각각의 비행기, 적이나 아군에 

대해 C 피해 카드를 가진다. 단 피해 점수와 폭발 효과를 

가진다; 특수 피해의 다른 형태는 무시한다.

사격
시야(Line Of Sight)
비행기가 같은 고도의 목표물에게 사격을 한다면, 비행기는 

역시 이 비행기의 시야에 같은 고도 레벨 블록(Block)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고도 레벨은 비행기에 있는 상승 카운터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고도에 있는 목표물
비행기가 목표물의 고도 보다 1레벨 높거나 낮은 목표물에 

사격을 한다면, 짧은 거리(자-ruler-의 반)은 긴 거리처럼 

취급한다. 그러므로 비행기는 1레벨 보다 높거나 낮고, 

목표물이 자의 반 거리 보다 먼 것에 대해 사격할 수 없다.

비행기는 2레벨 혹은 더 먼 고도 레벨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는 사격을 할 수 없다.

오버다이버 목표물에 사격

특수 피해
화염 피해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화염 피해 효과는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한다.

             만약 화염 카운터가 있는 비행기가 오버다이브를 

             실행한다면, 오버다이브의 직선 기동 후에 B 피해 

             카드를 1장 가지고, 피해 카드의 값만큼 여러 개의 

화염 카운터를 제거한다.

가져온 피해 카드는 어떠한 피해나 특수 피해 또는 둘 다를 

가하지는 않는다.

다른 피해 카드와 함께 가져온 카드를 해당 덱에 되돌려 넣고 

다시 섞는다.



이 섹션은 게임에 더 자세한 것을 추가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옵션 규칙을 원하

는지 동의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기본 규칙으로 플레이한다면,   표시가 있는 

것들 중에서만 선택하면 된다. 일반 규칙으로 플레이한다면 

     표시된 옵션을 역시 사용하면 된다. 고급 규칙이라면

표시된 옵션만 선택하면 된다.

계획
꼬리잡기(Tailing)

때때로 파일럿은 상대의 액션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꼬리잡기

라고 부른다. 각 계획 페이즈 

전에 꼬리잡기인지 

확인한다.

꼬리잡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 소유주는 

비행기의 스탠드에서 앞에 있는 

비행기 스탠드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자를 위치시킨다. 

뒤에 있는 비행기가 앞에 있는 

비행기의 꼬리를 잡은 동안 

꼬리잡기를 시도할 것이다. 

꼬리잡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가 두 비행기의 스탠드에 닿아야 하고,

자는 꼬리를 물린 비행기 베이스의 뒤 쪽 모서리와 

꼬리를 잡은 비행기 베이스의 앞쪽 모서리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고,

자는 두 비행기 사이에 다른 비행기와 교차해서는 

안된다.

만약 비행기가 2대나 그 이상의 꼬리잡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두 비행기는 일반적인 것과 같이 차례에 계획을 하지만, 

1번째 기동을 공개하기 전에 꼬리 잡힌 플레이어는 비밀스

럽게 1번째 기동 카드를 꼬리 잡은 플레이어에게만 보여줘

야만 합니다: 후자인 꼬리 잡은 플레이어는 3장의 계획한 

기동 카드를 다시 정렬해 둘 수 있다. 그리고 기동은 공개

되고 비행기는 이동한다.

사격을 해결한 후, 2번째 기동 을 공개 하기 전에 두 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 꼬리잡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꼬리를 

잡힌 플레이어는 꼬리를 잡은 플레이어에게 2번째 카드를 

보여줘야만 한다. 후자는 2장의 남겨진 기동 카드의 순서를 

재정렬할 수 있다.

만약 꼬리를 잡은 플레이어가 한대의 비행기 보다 많이 제어하고 

있다면, 꼬리를 잡은 비행기의 기동 카드를 보기 전에 꼬리를 잡지 

않은 모든 비행기 부터 먼저 이동 계획을 해야만 한다.

꼬립잡기와 특수 피해
연기: 비행기가 연기를 낸다면, 모든 연기 카운터가 

제거될 때까지 꼬리잡기를 수행할 수 없다. 

연기 나는 비행기를 일반적으로 꼬리잡기를 할 수 있다.

화염: 비행기가 불이 난다면, 화염 카운터는 연기 

꼬리는 남기는 결과이므로 모든 화염 카운터가 제거될 

때까지 꼬리잡기를 수행할 수 없다.



      꼬리잡기와 고도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1레벨 낮거나 같은 레벨인 적에게 

꼬리잡기를 할 수 있다. 적의 레벨이 더 높거나 1레벨 보다 

낮은 비행기는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꼬리를 잡는 비행기와 잡히는 두 대의 같은 고도의 비행기는 

단지 자가 그들의 베이스를 가로지를때 꼬리잡기를 막는다

(17페이지 point 3을 보세요).

  불법 기동
이 규칙은 불법 기동 규칙(7 페이지)으로 교체된다. 

플레이어가 불법 기동(예를 들어 두 개의 스팁 기동을 

하거나 직선이 아닌 기동 후에 이멜만 턴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기동을 수행했다면, 비행기는 제어되지 못하고 

제거된다. 이것은 승점 조건에서 적 비행기의 추락으로 

계산한다.

이동
       착륙, 이륙 그리고 
추락
만약 당신이 게임에서 필드(field)에 착륙 하기를 원한다면, 

게임 시작전에 필드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크기는 최소 

9x27cm(~4in.x11in)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필드를 게임 

면위나 정확한 형태로 종이 쉬트를 사용해 가져다 놓는다.

이 영역은 실제 비행장이나 착륙에 적당한 평평한 지역으로 

표현된다. 

착륙(Landing)

착륙을 위해서 비행기는 고도 1레벨이 되어야 한다. 순서대로 

아래의 3개의 기동을 실행해야만 한다.

첫 번째, 다이브. 모든 상승 카운터를 제거한다. 만약 

비행기 베이스의 중앙이 착륙 필드라면, 비행기는 땅에 

내린 것이다 - 모델의 스탠드를 제거하지만 베이스는 

남겨둔다. 만약 베이스의 중앙이 착륙 필드 밖이라면, 

비행기는 땅에 추락하게 되고 제거된다.

두 번째 직선 기동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스톨. 비행기는 착륙한다.

이륙(Takeoff)

이 시점에서 비행기의 이동은 페이즈가 더 남아 있어도 

차례는 종료된다: 스톨 후에 계획한 기동은 단지 속임수이고 

실행 되지는 않는다.

이륙을 위해서 착륙한 비행기는 착륙 필드 안에 있는 비행기 

베이스의 중앙으로 출발해야만 한다. 이륙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3 기동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스톨.

두 번째 직선 기동(비행기는 이 시점에 여전히 땅에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승. 비행기는 착륙한다. 비행기는 

이제 상승 카운터 없이 고도 1레벨이고, 날아오른다. 모델 

아래에 스탠드를 넣는다.

만약 플레이어가 차례의 2번째 페이즈 혹은 3번째에 이륙

하기를 원한다면, 스톨 전에 하나 혹은 두장의 스톨이 아닌 

기동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고, 스톨 전에 실행하는 기동 

카드는 무시한다: 이 비행기는 다음 차례의 진행으로 완전한 

이륙이 된다.

만약 플레이어가 비행장에 비행기의 베이스 중앙으로 착륙을 

했고, 실제로 하는거 없이 이륙하는 것처럼 속이길 원한다면, 

스톨이 아닌 기동을 계획할 수 있다. 이 비행기는 차례에 

이동이나 회전하지는 않는다.

추락 사고(Crashe)

만약 착륙한 비행기가 착륙(직선이나 스톨 후에) 하거나 이륙

(스톨이나 직선 후에) 하는 동안 착륙 필드로부터 비행기 

베이스의 중아 부분이 밖으로 나가 기동이 종료한다면, 이런 

것은 추락 사고다. 만약 스톨 기동 끝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A 피해 카드 2장을 가지게 되거나, 직선 기동 끝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A 피해 카드 3장을 가진다.

비행기가 여전히 착륙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번 차례와 다음 

차례의 나머지에 대해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어야만 한다.

다음 차례의 끝에 파괴되지 않았다면, 이동이나 회전하게 되고, 

비행장에서 이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새로 이륙해서 시작

할 수 있다.

추락 사고는 피해 점수, 화염과 폭파 효과를 가진다; 다른 특수 

피해의 형태는 무시한다.



땅위(착륙한)에 있는 비행기

차례의 2번째 페이즈에서 기동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땅 위에 

착륙한 비행기는 이동한다.

비행기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는 베이스에 어느 지점

이든 두 손가락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베이스의 한 지점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베이스를 돌리거나 한 지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이동하여 배치한다.

비행기가 땅 위에 있을 때 사격을 할 수는 없지만, 사격하는 

비행기가 고도 1레벨이라면 착륙한 비행기를 사격할 수는 있다.

땅에서 화염

파일럿이나 지상 요원이 화재의 일부를 소화하기 위해 관리

하는 경우 참조하고, 각 차례(화염 피해에 대해 카드를 가져

오기 전에)의 시작에 비행기의 소유주는 A 피해 카드를 가져

온다.

가져온 카드는 어떤 피해나 특수 피해 또는 둘 다 가하지

 않는다. 만약 그 카드의 값이 0값이라면, 피해를 가지지 않고 

화염 카운터 1개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 카드는 피해 덱에 되

돌려 놓고 다시 섞는다.

만약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카운터가 남아 있다면, 비행기가 

불이 붙었을 때처럼 일반적인 것과 같이 피해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특수 피해 규칙, 12 페이지).

차례의 끝에 땅 위에 있는 불타는 비행기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불타지 않은 비행기가 겹치게 된다면, 불타지 않은 

각 비행기는 불이 붙게 되고 화염 카운터 2개를 가진다. 

       높이 날기
만약 이 옵션 규칙이 사용된다면, 각 비행기 모델은 할 수 

있는 한 최대 고도를 가진다(14페이지의 테이블을 보라)

비행기는 최대 고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고도 규칙 4의 고도 한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도 레벨이 표시하는 비행기 스탠드를 사용하는 대신 

플레이어는 수치 카운터를 사용한다.

       구름 위로
플레이어가 고도 레벨에 주어지는 구름 규칙에 동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도 5레벨에서). 이 고도 레벨로 상승하는 

비행기는 구름에 닿게 된다. 그들은 상승 카드 혹은 이멜만 

턴으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

비행기가 구름이 있는 고도에 닿게 된다면, 테이블 위에서 

이동은 멈춘다.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기동 계획을 계속하지만 

비행기 베이스는 모델이 구름 고도에 이르기 위한 상승 후에 

도달한 같은 위치에 머무른다. 이것은 비행기가 보드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 비행기는 

사격, 피격,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을 할 수 없다.

계획한 기동은 구름에 있는 동안 이전에 플레이 되던 카드 위에 

뒷면이 보이도록 따로  유지한다.

이 기동은 하강이나 스플릿-에스를 실행할 때까지 이전 카드 

위에 하나씩 유지된다. 쌓인 기동 카드 페이즈에 플레이어는 

상승 이후, 계획한 기동 더미를 가지게 되고, 계획한 순서 대로 

즉시 모두를 실행한다.

만약 비행기가 기동 카드를 실행한 끝에 게임 영역에서 나가게 

된다면, 비행기는 게임에서 아웃이다. 만약 아니라면, 비행기는 

게임 필드 위로 돌아오고, 구름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비행기는 일반적인 사격, 피격, 충돌과 일반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사격하기
       목표

비행기가 2 혹은 그 이상의 연이은 페이즈에서 같은 무기(같은 

사격 각안에 있는)로 같은 적 비행기에게 사격을 한다면, 정확도

가 더 높은 사격이 된다.

한차례에서 다음 차례조차 사격 방향이 두 번째 연이은 페이즈

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피해 점수는 +1 추가 피해 포인트를 

야기한다. 그러나 0은 여전히 0이다.

비행기가 3 혹은 그 이상의 페이즈로 목표물에 사격을 하더라도

목표물은 단지 카드당 1 추가 피해 포인트만을 가진다.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카드임을 기억하기 위해 목표물 비행기 

제어판 위에 있는 “+1 피해” 공간에 카드들을 보관한다.

       위에서 사격
만약 비행기가 낮은 고도 레벨에서 앞 쪽의 각에 있는 목표물

에게 사격을 한다면, 사격의 첫 번째 페이즈라도 +1 Aim(목표) 

보너스를 받는다.

이 보너스는 오버다이브의 직선 기동 후와 다이브를 실행한 

후에 앞쪽 각 안에 비행기가 사격하는 것에도 역시 적용된다. 



방해(Disruption)
만약 비행기가 최소 1점의 피해를 가진다면, 다음 페이즈에 

목표(aim)과 꼬리 잡기(Tailing) 이점을 잃게 된다. 0인 값의 

피해 카드는 방해되지 않는다.

폭파 시합 규칙
게임에서 운 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각 덱은 피해 카드에 

폭파       가 표시된 카드를 가진다.

승무원 피해 확장
이 규칙은 한 번에 많은 승무원을 명중 시키기가 가능한 것을 

소개한다.

이      기호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승무원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수 피해는 공개되어야만 한다.

                                  만약 승무원 피해가 3명 혹은 그 

                                  보다 적은 비행기의 승무원이 

                                  상처를 입는다면(한 명만 무능력

                                  해진 것이 아니다), 3개의 녹색 

      승무원 피해 카운터(뒷면에 “1-3”)를 가지고, 뒷면이 

      보이도록 섞은 다음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한다. 가져온 

      토큰에 그림의 수는 명중된 승무원의 수를 표시한다.

                                 만약 승무원이 4명 혹은 그 이상의 

                                 수(하나만 무능력해진 것으로 계산

                                 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다면, 

                                 6개의 노란 승무원 토큰(뒷면에 “4+”)

      을 가지고 뒷면이 보이도록 하여 섞은 다음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가져온 토큰에 그림의 수는 승무원이 

      명중된 수를 표시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명중됐는지 결정했다면, 명중된 것을 

보기위해 확인한다.

만약 승무원이 1명(파일럿)이라면, 모든 명중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일럿이다. 1 명중은 파일럿이 부상당하고 2개의 

명중은 파일럿이 무능력해지는 것이다.

                            만약 거기에 2 혹은 그 이상의 승무원

                            이라면, 비행기에 탑승한 명중 승무원 

                            카운터 수(“I’로 시작하는 로만 수 자

                            로 연이은) 만큼 가지고, 테이블에 

뒷면이 보이도록 섞는다. 이전에 무능력해진 모든 승무원 

카운터를 포함할 수는 없다. 

임의로 카운터 중에 1개를 가져오고 

그것을 공개한다. 이것은 첫 번째 명중한 

승무원이다. 

승무원 2명에 대해 I는 파일럿이고 II는 관찰자이다.

3명 혹은 그 이상의 승무원이 있는 비행기라면 비행기 

모델에 승무원 피해 테이블에 포함한 것에 표시된다. 

비행기 관리 카드에 적절한 직업 원에 부상자 마커를 

가져다 둔다.

만약 하나 이상의 승무원이 명중했다면 이 진행을 반복한다.

각 명중한 승무원의 효과는 승무원 명중 특수 피해 효과가 

사용될 때처럼 똑같다. 

숨겨진 승무원 피해
1인승 비행기에 실행되는 시나리오에서 승무원 피해는 

비밀로 유지된다.

에이스 규칙(Ace Rule)
시나리오 규칙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에 에이스(ACE)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에이스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수 스킬(skill)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규칙이 변화하지 않는 한, 각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승무원 스킬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에이스는 하나 이상 

같은 기술을 선택할 수는 없다. Chivalrous Aptitude(기사도 

정신?) 스킬에 주묵 하라: 이 단점으로, 이 스킬을 선택한 

파일럿은 추가로 2개의 에이스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스킬의 합의된 수는 하나다. Fokker 파일럿은 무모함

(Daredevil)을 선택했다. SPAD 파일럿은 Chivalrous 

Aptitude, Daredevil, 그리고 Sniper를 선택한다.

각 스킬의 제목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스킬은 일반 혹은 

고급 규칙을 필요하는 것에 주의한다.

에이스 스킬 아이콘이 있는 토큰은 이 셋을 포함한다. 플레이어는 

각 에이스의 스킬을 기억하기 위해 비행기 제어판 위에 그들을 

배치한다.

만약 비행기가 여러 명의 승무원이 있다면, 2인승과 에이스

(24페이지) 그리고 멀티 엔진 비행기와 에이스(29페이지)를 보라.



만약 에이스 파일럿이 무력해졌거나 에이스 관촬자/사격수가 

부상당했다면, 스킬은 남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다. Bullet 

Checker(총알 확인) 스킬의 효과는 단지 게임의 마지막 종료 

때이다.

회복(Recovery)
              대부분의 스킬은 그 스킬을 사용했다면, 

              플레이어는 회복 카운터를 가지게 된다. 제어판에 

              회복 카운터를 배치하고 각 이동 스텝 후에 하나씩 

제거한다. 그 스킬은 마지막 카운터가 제거된 후 다음 페이즈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에이스가 회복 카운터가 요구되는 스킬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소유주는 분리해서 따로 보관해야 한다. 특정 스킬의 

아이콘이 있는 토큰 위에 다른 회복 카운터 더미를 배치한다. 

각 토큰 셋(set)은 토큰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특정 스킬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 다른 스킬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스킬이 기동에 실행된다면, 에이스는 회복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기동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카운터가 제거되기 전에 실행된다면, 불법 

기동으로 간주한다.

특수 능력
기동 능력

                          (곡예비행)이 파일럿은 

Immelmann(이멜만-수직 유턴) 혹은 Split-s(평행 

유턴) 후에 유선형(직선이 아닌) 비행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 회복 카운터 5개를 받는다.               

                  (무모함)이 파일럿은 연속해서 2번의 

급격한(steep) 기동을 수행할 수 있다. 2번째 스팁

기동을 실행한다면, 회복 카운터 4개를 받는다.  

                                (고도 제어)하강이나 오버

다이를 실행한다면, 이 파일럿은 비행기의 최대 

상승 -1한 상승 카운터를 가질(유지할) 수 있다.

  

예

상승 카운터 1개를 가지고 있는 Sopwith Camel(상승 

비율 3)가 오버다이브를 실행한다: 기동 후에 플레이어는 

상승 카운터 1개를 제거하거나 원한다면 두 번째 카운터 

한 개 제거 없이 유지할 수도 있다.

특수 능력
                                           이 스킬은 꼬리 잡기(Tailing) 

             옵션 규칙의 사용이 요구된다(17페이지). 이 파일럿의 

             비행기는 꼬리 잡는 비행기의 파일럿 역시 Good at 

Escaping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꼬리잡기를 할 수 없다. 

                                  이 파일럿은 게임 중에 가져온 단일 

             피해 카드를 확인 후  무시할 수도 있다. 무시한 카드는 

             해당 덱에 되돌려 넣고 섞는다.

개인 능력
                                                 몇몇 파일럿은 적 비행기의 

             공격으로 불이 붙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 기관총의 

             포화로부터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없애준다. 이 

에이스가 공격의 목표가 되어 가져온 피해 카드의 연기 특수 

피해와 모든 화염을 무시한다. 추가로, 이 스킬이 있는 목표 

비행기가 폭파 카드를 가져간다면, 소유주는 그 카드를 보여주고, 

다른 피해 카드를 1장 더 가져와 공개한다: 만약 두 번째 카드가 

0 이면, 그 비행기는 제거되지만, 만약 1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 새로운 카드와 폭발의 피해를 가지는 대신에 무시한다. 

두 번째 카드의 모든 고장(Jamming)은 무시한다. 폭발 카드는 

해당 덱에 넣고 다시 섞는다. 이 스킬을 선택한 에이스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Chivalrous Aptitude가 있는 

캐릭터에게 금지된 Incendiary Bullet을 제외하고).

                                                  이 에이스는(ace)는 

             자신이 받는 첫 번째 특수 피해인 승무원 명중 효과를 

            무시한다. 만약 이 에이스가 파일럿이고 두 번째 상처를 

받게 되면, 에이스는 무능력해지고 이 비행기는 제거된다; 

만약 이 에이스가 관찰병이거나 다른 승무원이라면, 두번째 

피해로 인해 무능력해지고, 기관총을 더 이상 발포 할 수는 없다.

                                이 플레이어는 각 기동후에 각 

             에이스의 기술에 있는 회복 카운터를 1개가 아닌 

             2개를 제거한다.

전문기술  능력
                                       1차 세계대전 동안 일부 파일럿은 

             전투 중에 고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총탄의 반 이상을 

             제거하고, 이륙하기 전에 매번 탄환 공급 장치를 

확인했다. 보드 위에서 이 에이스가 있는 비행기 무기가 발포를 

한다면, 녹색 기호       가 있는 고장 카드는 무시를 한다; 그 무기는 

단지 빨간색 기호        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올 때만 고장 난다.



                                               일부 에이스는 열기구

             (Balloon)에게 특히 효과적인 특수 Incendiary 

             bullet을 사용한다. 이 기술의 효과는 Incendiary 

Bullet(35페이지)와 같다. 이 기술은 에스가 Chivalrous 

Aptitude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없다.

                                      이 에이스는 아군이나 상대가 

             가하는 피해를 재빨리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이 

             에이스 비행기로부터 자(ruler)의 길이 안에 어디에 

있든 아군이나 적 비행기의 피해 카드를 볼 수 있다. 만약 이 

스킬이 이동 스텝 동안에 사용한다면, 모든 비행기가 

이동하기 전이나 모두가 이동이 끝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스킬을 사용한다면, 4개의 회복 카운터를 받는다.

전투 능력
                                              이 스킬을 사용하는 에이스는 

             누구보다 더 빨리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들이 사격을 

             한다면, 그들로 인한 모든 피해는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에이스 비행기의 동시 사격 이전에 해결된다. 만약 목표 

비행기가 격추된다면, 그들이 사격한 피해는 받지 않는다(이 

스킬을 사용하는 다른 비행기가 있지 않는 한). 당신이 이 스킬

을 사용한다면, 회복 카운터 4개를 받는다. 이 스킬을 사용하는 

에이스는 일반 사격으로 선택할 수 있고(회복 카운터를 받지 

않기 위해서), Itchy Trigger Finger 스킬을 사용해서 회복 

카운터가 있을 때는 역시 일반 사격으로 사격한다.

                                   사격을 한다면, 이 에이스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대에게 가할 때, +1 추가 피해 포인트

             를 상대에게 가지게 선택할 수 있다. 그 카드가 가지는 

추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해서 목표물 비행기의 제어판에 있는 

“+1 피해”에 보관한다. 0 피해 카드는 여전히 0이다. 

당신은 상대가 피해 카드를 가져가기 전에 이 스킬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스킬로 인정되는 보너스는 Aim(목표) 옵션 규칙(19페이지)

이 사용된다면, Aim 규칙에 의해 승인되는 보너스와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이 에이스가 적 비행기에 사격을 한다면, 

              bull’s-eye(과녁의 중심)에 명중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에이스가 사격을 한다면, 플레이어는 상대가 가져

가야 하는 피해 카드 한 장을 선택할 수 있다. 스나이퍼 플레이어

는 피해 덱에서 원하는 피해 카드 2장을 골라서 가져온 다음, 

그것들을 보고 원하는 것을 골라서 상대에게 준다. 다른 카드는 

해당 피해 덱에 되돌려 넣고 다시 섞는다. 당신이 이 스킬을 

사용한다면, 4개의 회복 카운터를 가진다.

초보자(Rookie)
             시나리오 규칙(혹은 하우스 룰)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로 초보자 규칙과 함께 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초보자 승무원 상태임을 기억하기 위해 

비행기 제어판에 초보자 토큰을 배치할 수 있다.

만약 비행기가 초보자 파일럿이라면, 상승(15페이지), 

스플릿-에스(15페이지), 이멜만 턴, 스팁 기동을 실행한 

후에 즉시 사격할 수 없다.

초보자는 다른 승무원의 느린 총 때문에 고장 나지 않는다. 

그는 3번 대신에 4번의 기동 후에 사격할 수 있다. 부상당한 

초보자는 너무 느려 총은 고장 나지 않는다: 그는 단지 5번의 

기동 후에 사격할 수 있다.

초보자 승무원이 사격을 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모든 

초보자가 아닌 승무원과 동시 사격 후에 해결된다. 만약 초보자 

비행기가 격추된다면, 초보자가 사격한 피해는 받지 않는다(다른 

초보자로 인해 격추되지 않는 한).

특수 피해와 초보자
승무원 명중: 초보자 파일럿은 첫 번째 때에 부상당한 

것으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꼬리 잡기와 초보자
만약 꼬리 잡기 옵션 규칙(22페이지)를 사용한다면, 초보자 

파일럿은 꼬리를 잡을 수 없다.















열기구(Balloon)
WW1 동안 열기구(역시 “드라켄-Drachen” 이라 불렸다)는 관

측이나 방공 기구로 사용했다. “Balloon busters(풍선 파괴

자)”는 용감하고 유능한 파일럿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파괴하

기가 어려웠다. 때때로 로켓은 그들을 파괴하는데 사용됐고, 열

기구는 1917년 incendiary bullet의 소개로 쉽게 파열되었다.

위즈 오브 글로리에서 열기구는 스페셜 팩으로 팔렸고 

각 열기구는 특수 게임 베이스와 함께 제공되었다.



기본 규칙
준비
열기구는 긴 스탠드에 배치되어야 하고 베이스에 꽂아 둡니다.

열기구를 테이블에 배치하고 절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만약 

하나 이상의 열기구가 있다면, 서로서로 최소 1자(one ruler)의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한다. 만약 적 방공 총이 플레이 된다면, 

열기구는 방공 총에서 최소 3자(three ruler)의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한다.

열기구는 매우 가치가 있고 또한 매우 약했기 때문에 적 비행기

가 공격할 때 열기구는 땅으로 당겨 내렸다.

게임 시적 전에, 플레이어는 열기구가 공중에(일반적으로 12) 

있는 동안 차례의 횟수를 동의해야 한다. 마지막 차례의 끝에, 

땅으로 당겨지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열기구와 피해
열기구가 피해를 입으면, 일반적인 것처럼 피해 카드를 비밀리

에 유지하지만, 직접적으로 열기구 베이스 옆에다가 배치한다. 

만약 열기구가 폭발 특수 피해 결과를 가진다면, 이때는 폭발

한다. 모든 비행기가 열기구와 겹치게 되면 C 피해 카드를 

즉시 가진다.

만약 열기구가 최대 피해에 도달하게 되면, 열기구는 제거되

지만, 폭발하지는 않는다.

 일반 규칙
특수 피해
열기구는 화염과 폭발 피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 피해 

형태를 무시한다(당신이 Incendiary Bullets 규칙을 사용

하지 않는 한.. 35페이지)

열기구가 화염에 휩싸인다면, 화염 카운터를 열기구

에 가져다 둔다. 열기구는 비행기처럼 각 턴의 

시작에 A 피해 카드를 가진다. 단지 열기구에 대한 

효과는 폭발과 더 나아가 화염 특수 피해, 피해 점수이다; 

모든 다른 특수 피해는 무시한다. 비행기와는 다르게 

열기구는 절대로 화염 토큰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화염이 휩싸인 열기구는 파괴되거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매번 차례에 피해 카드를 가진다. 만약 열기구가  하나 

이상의 화염 특수 피해로 누적된다면, 화염 특수 피해가 있는 

각 피해 카드 위에 화염 카운터를 배치하고, 각 차례마다 

각각의 카운에 대해 A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 만약 열기구가 

화염이 있는 동안 최대 피해에 도달하게 된다면, 폭발되고, 

가해진 결과로 폭발을 가지게 된다면 같은 효과로 게임에서 

제거된다.

열기구 폭발에 의한 피해
비행기는 열기구 폭발로 인한 화염 특수 피해, 폭발, 피해 

포인트만으로 피해를 가지고, 다른 특수 피해의 형태는 

무시한다.

      고급 규칙
하향하는 열기구
열기구가 공중에 떠있는 차례의 횟수를 플레이어들이 정하는 

대신에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시작 고도와 일치하는 

스탠드와 상승 카운터 각각 2개씩 가지고 열기구를 배치한다. 

고도를 표시하는 아래의 긴 스탠드는 계산하지 마라: 각 

열기구의 고도 레벨은 짧은 스탠드 한 개만 추가한다.

계획 페이즈 끝에(최소 한 대의 적 비행기가 테이블에 있다면), 

모든 기동을 공개하기 전에, 소유주 플레이어는 지상으로 향하도록 

열기구에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열기구는 차례의 끝에 상승 카운터 1개를 

잃는다. 만약 열기구가 상승 카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도 

레벨을 잃게 되고(스탠드 제거), 상승 카운터 2개를 받는다. 

열기구가 카운터 없이 1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열기구는 게임에서 

제거되지만, 승리 조건에 대한 제거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차례에서 계획 페이즈 끝에 하향하는 열기구를 소유한 

플레이어는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열기구는 

정지한 고도에 머무른다. 플레이어는 마지막 차례가 끝나기 전 

적당한 때에 다시 하향을 결정할 수 있다.

충돌
열기구와 비행기의 충돌에 대한 효과는 두 비행기의 충돌과 같다.

폭발하는 열기구
만약 열기구가 폭발한다면(폭발 특수 피해 결과 때문에 혹은 

화염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가졌기 때문에), C 피해 카드 

한 장은 열기구의 고도 1레벨 높거나 낮거나 혹은 같은 고도 

레벨에서 자의 반에 거리에 있는 각 비행기들이 피해를 

가진다. 지상 유닛(31페이지를 보라)은 열기구 폭발에 

의한 효과는 없다.



지상 유닛은 모델이 아니라 카드로 표현이 된다. 

지상 유닛은 대공 총과 대공 기관총, 참호를 포함한다.

참호
참호 속에 들어가 위치를 잡은 가벼운 총을 가진 보병 

소대를 표현한다.

준비
참호 카드는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서 게임의 시작 때 

테이블 위에 배치한다. 

참호는 절대로 이동이나 

회전하지 않는다.

참호에서 
공격
각 참호 카드는 각 페이즈에 한번 보병 사격을 수행할 수 

있다.

보병 사격

          보병 사격은 사격 각이 없고, 참호의 중앙 지점에서 

한 자 이내의 비행기를 목표 삼을 수 있다(사격하는 카드와 

겹치는 비행기도 포함). 만약 참호로부터 여러 개의 목표물 

지정이 가능하다면, 플레이어는 조정하는 카드에서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행기는 거리에 상관없이 A 피해 

카드를 가진다. 카드의 피해 포인트는 무시하고, 단지 특수 

피해 결과만 계산한다. 보병 사격은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다.

참호에 기총소사(Strafing)
날고 있는 비행기는 적 비행기에 사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참호에 피해를 가하는 기총소사(위에서 공격하는)를 할 수 있다.

피해 카드는 참호 카드 옆에 윗면이 보이도록 보관한다. 참호 

카드의 방어 능력만큼의 피해 포인트를 가지거나, 폭발 피해 

카드를 가진다면, 참호는 침묵(초토화) 하고 시나리오 목표에 

대해 제거된 것으로 계산한다.

참호는 모든 특수 피해 형태를 무시한다.

      참호와 고도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참호는 고도 1 레벨까지만 

사격한다.

목표 비행기가 고도 1 레벨이라면 참호는 한 자까지 사격하고 

고도 2 레벨이라면 반 자까지 사격한다. 비행기가 고도 2 레벨 

보다 높다면 사격할 수 없다. 

고도가 다른 것은 비슷한 방법으로 기총소사하는 비행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고도 1 레벨의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참호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고도 2 레벨인 비행기는 먼 거리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므로 반 자의 거리 안에 있는 참호에 

사격을 할 수 있다(목표는 단지 1장의 피해 카드를 가진다); 

고도 3 레벨에 있는 비행기나 혹은 더 멀리 있으면 

참호 카드에 사격을 할 수 없다.

대공 기관총
방공(Anti-aircraft 혹은 AA) 기관총은 지상 소대가 사용하는 

기관총으로 표현된다. 지상 소대는 참호를 따라 경사면에서 

방어 준비를 하고, 대규모 보병 유닛에 속한다.

준비
방공 기관총 카드는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 게임의 시작 

때 테이블 위에 배치한다. 

절대로 이동이나 회전하지 

않는다.



대공 기관총으로 공격하기
각 대공 기관총은 아래의 일반 규칙에 따라서 비행기에게 각 

페이즈마다 단 한번 사격할 수 있다.

만약 대공 기관총이 여러 목표물에 사격 가능하다면, 대공 기관

총을 조종하는 플레이어는 목표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해 포인트와 특수 피해 결과는 피해가 다른 비행기에 가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효과를 가진다.

대공 기관총이 사격을 한다면 비행기처럼 같은 효과로 고장

(고장 아이콘이 있는 카드) 날 수 있다.

     대공 기관총의 일반적인 사격에 추가적으로 대공 기관총 

카드는 페이즈당 한번 보병 사격을 수행할 수 있다(31페이지 

보병 사격을 보라)

예

Airco DH.2는 B-화력 

대공 기관총 카드와 

겹쳐져 있다. 대공 

기관총은 비행기처럼 

사격을 하기 때문에 

기관총은 Airco 

DH.2 에게 사격할 

수 없다. 대공 

기관총은 보병 사격

(참호 규칙에 따라)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단지 스페셜 

피해만 계산하는 

A 피해 카드를 가진다.

만약 대공 기관총 카드와 겹쳐지지 않고 기관총 앞쪽에 

있었다면, Airco DH.2는 두 가지 피해를 가졌을 것이다: 

기관총의 사격(먼 거리는 1장의 피해 카드, 짧은 거리는 

2장의 피해 카드)으로 B 피해와 보병 사격으로 A 피해 

카드의 특수 피해.

대공 기관총에게 기총소사
날고 있는 비행기는 적 비행기에게 사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가하기 위해 대공 기관총에게 기총소사를 

할 수 있다.

피해 카드는 대공 기관총 카드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보관

한다. 대공 기관총 카드가 방어할 수 있는 피해 포인트의 

수와 같은 피해를 가지거나, 폭발 피해 카드를 가진다면, 대공 

기관총은 침묵(초토화) 하고 시나리오 목표에 대해 제거된 

것처럼 계산한다.

     대공 기관총은 모든 특수 형태의 피해를 무시한다.

        대공 기관총과 고도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대공 기관총은 비행기가 고도 1 레벨에 

있다면 사격한다. 대공 기관총은 비행기처럼 같은 고도 

사격 규칙을 사용한다.

고도 1 레벨에 있는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대공 기관총에 

사격을 한다; 고도 2 레벨에 있는 비행기는 먼 거리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므로 자의 반 안에 대공 기관총에게 사격을 한다; 

고도 3 레벨에 있는 비행기나 그 이상에 있는 비행기는 대공 

기관총 카드에 사격을 할 수 없다.

대공 총
대공 총(Anti-aircraft 혹은 AA)은 대형 대공 포병과 포병 반(crew)

을 표현한다.

준비
대공 총 카드는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 게임의 시작 때 

테이블에 배치한다. 

절대로 이동이나 회전은 

안된다.

포병 카운터와 함께 

게임을 시작하는 대공 총은 활성화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카드의 중앙에 배치한다.

대공 총으로 공격
대공 총은 사격 각이 없다. 대공 총이 페이즈의 시작 때 

활성화된다면, 그 페이즈에서 사격할 수 있다.

단지 기동 전에 공개하고, 대공 총을 제어하는 플레이어는 총 

카드의 중앙에 있는 빨간 점으로부터 카운터 모서리가 2 자 

이내의 거리에 있도록 하여 테이블 위 어디든지 포병 카운터를 

배치할 수 있다. 포병 카운터는 대공 총 카드 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포병 카운터를 배치하고 나서, 2대의 비행기 기동을 보여주고 

실행한다. 두 번째 기동 후 사격 스텝에서 포병 카운터의 

일부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와 겹치게 된다면, 각 

비행기는 C 피해 카드를 가진다. 카운터는 테이블에서 

제거한다. 포병 카운터의 피해는 다른 형태의 사격과 동시에 

적용한다.

만약 카운터와 겹치는 비행기가 없다면, 카운터는 어떠한 

피해 주는거 없이 제거 한다.

대공 총 재활성화
대공 포병 카운터 후에 기동 스텝 동안 대공 포병은 파괴되고, 

대공 총은 다시 재활성화된다.

소유주는 포병 카운터를 가지고, 총 카드의 적절한 코너에 

배치한다. 다음 이동 스텝 동안 카드의 옆에 카운터를 배치하고, 

3 번째 이동 단계에 대공 총이 재활성화되고 사격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카드의 중앙에 포병 카운터를 

배치한다. 

대공 총은 일적으로 페이즈 이후에 사격할 수 있다.

예

7 번째 차례의 시작에 Entente 대공 총은 활성화됐다. 

Fokker Dr.L 비행기는 오른쪽 90도로 회전하고, 오른쪽 

60도로 회전하고 직선으로 간다. Albatros D.Va는 

왼쪽으로 사이드슬립(sideslip) 하고 직선 기동 후 오른쪽 

사이드슬립으로 포커의 뒤에 위치한다.

1 번째 기동을 공개하기 전에 Entente 플레이어는 

테이블에 포병 카운터를 배치한다. 그리고 포커는 그 

카운터를 90도 회전하면서 겹치는 실행을 하고, 

앨바트로스는 사이드슬립을 실행한다.

사격을 실행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포병 

카운터와 겹쳐있는 포커는 포병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2 번째 기동을 실행한다: 포커는 더 이상 그 

카운터와 겹쳐지지는 않지만 앨바트로스는 그렇지 못하다.

사격이 해결됐을 때, 앨바트로스는 C 피해 카드를 가지고 

포병 카운터는 한 쪽에 치워둔다.

다음 이동 스텝에서 비행기가 3 번째 기동을 실행하는 

동안 포병 카운터는 총 카드의 코너에 배치한다.

8 번째 차례의 1 번째 이동 스텝에서 카드의 한 면으로 

이동하고, 2 번째 페이즈에 카드의 중앙으로 이동한다. 

총은 지금 재활성화되고 다음 페이즈에서 사격을 할 

준비가 된다; 8 번째 차례의 3 번째 페이즈에서 

기동 전에 공개한다.

열기구와 포병 사격
포병 카운터는 거리 안에 있더라도 아군 열기구에는 배치할 

수 없다.

포병 카운터와 겹쳐지는 비행기를 확인하고 대공 총이 사격을 

실행한다면, 역시 그 카운터에서 열기구 가까이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만약 포병 카운터의 한 부분이 열기구의 한 부분

으로부터 반 자 이내에 있다면, 열기구는 즉시 C 피해 카드를 

가진다.

포병 카운터는 총 카드의 중앙에 있는 빨간 지점에서 포병 

카운터가 열기구를 교차하는 부분까지 직선에 있는 한 점에 

배치할 수는 없다.

        만약 고도 규칙을 사용한다면, 플레이어는 열기구의 고도에 

상관없이 대공 총 카드의 빨간 점에서 포병 카운터가 가로지르는 

곳까지 열기구(혹은 대공 총 카드의 빨간 점에서 포병 카운터가 

열기구를 가로지르는 직선 라인의 한 지점)에 포병 카운터를 배치

할 수가 없다. 만약 열기구가 같은 고도이고 포병 카운터의 반 자 

거리 이내라면, 열기구는 C 피해 카드를 가진다.

대공 총에게 기총소사
날고 있는 비행기는 적 비행기에 사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공 총에 폭격을 하여 피해를 가할 수 있다.

피해 카드는 대공 총 카드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보관한다. 

대공 총 카드가 방어 수치만큼의 피해 포인트를 가지거나, 

폭발 피해 카드를 가지게 된다면, 대공 총은 침묵(초토화) 하고 

시나리오의 목적을 위해 제거된 것으로 계산한다.

      대공 총은 모든 특수 피해를 무시한다.

       대공 총 사격과 고도
대공 총은 고도 1레벨로 간주한다.

대공 총이 사격을 한다면, 플레이어는 사격의 목표(최소 2레벨, 

최대 6레벨) 에 대해 포병 카운터를 배치할 때 고도를 지정해야만 

한다. 비행기와 열기구는 고도 레벨에 따라 영향을 받는; 

포병 카운에 겹쳐졌지만 다른 고도로 날고 있는 것은 안된다.

2 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각 고도에 대해 거리에 반 자를 뺀다; 

카운터는 고도 2의 거리에 대해 2 자 거리에 배치한다. 한 자 

반의 거리는 3 레벨, 한 자는 4레벨.



만약 높이 날기 규칙(19페이지를 보라) 사용한다면, 카운터는 

5레벨 거리에 반 자를 사용하고, 6레벨은 대공 총 카드와 

일부가 겹쳐져야만 한다. 이 규칙은 포병 카운터가 총 

카운터에 교차 되지 않는다라는 일반 규칙(32페이지를 보라) 

를 대체한다.

대공 총을 위한 옵션 
규칙
   목표 수정
일반적으로 포병 카운터를 테이블에 배치한다면, 이후 사격의 

2 스텝에 폭파될 것이다. 만약 카운터가 이미 테이블에 준비

됐을 때 이 규칙을 사용한다면, 폭발은 목표 수정으로 늦춰질 

것이다.

기동 전에 공개되고, 대공 총의 소유주는 대공 총의 2 자 거리 

안에 카운터를 남기고 한 자의 거리 이상 카운터를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카운터가 이동한다면, 카운터는 일반적으로 

두 사격 스텝 뒤에 폭발할 것이다.

카운터는 역시 카운터의 이동 없이 폭발을 늦추는게 가능하다. 

소유주는 카운터의 이동 없이 늦추기를 선언한다. 카운터는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카운터는 늦춰진 후에 두 사격 스텝 이후에 폭발할 것이다.

소유주는 역시 대공 총 카드의 중앙 뒤쪽에 카운터를 배치하고 

사격 대기할 수 있다. 대공 총 카드는 다음 페이즈 동안 대공 

총으로 공격하기에 대한 일반 규칙에 따라 다시 사격할 수 

있다. 

        만약 고도 규칙을 사용한다면, 플레이어는 포병 카운터 

이동이나 1 레벨 높거나 낮은(새로운 위치나 높이는 여전히 

대공 총 카드로부터 카운터의 허용 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 

목표물에 대해 사격을 정의할 수 있다. 효과는 카운터 이동과 

같아서 두 사격 스텝은 카운터 폭발 전에 다시 지나야만 한다.

   꼬리잡기와 포병 사격
꼬리잡기 옵션 규칙을 사용한다면(17페이지를 보라), 대공 총이 

꼬리 잡는 비행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불합리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잇는 위치는 대공 총을 제어하는 동일한 

플레이어에 의해 이동된다. 이것은 만약 꼬리 잡힌 비행기가 

포병 카운터를 배치한 어떤 지점을 넘어서 이동한다면 발생한다.

이 경우 아래의 진행을 사용한다.

첫 번째, 모든 비행기는 이동을 계획한다.

두 번째, 대공 총을 제어하는 플레이어가 포병 

카운터가 배치된 곳에서 사격을 한다면, 대공 총으로 

사격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만약 목표 수정 규칙을 

사용한다면, 역시 목표 수정이나 폭발 늦추기를 결정한다.

세 번째, 고리 잡힌 비행기의 소유주는 꼬리 잡은 플레이어에게 

기동 카드를 보유준다.

마지막으로  꼬리 잡은 플레이어는 기동 카드의 순서를 

다시 정렬한다.



로켓
몇몇 비행기는 Incendiary rockets(Le Prieur rockets)

-소이탄-를 장착했다. 소이탄은 드물게 비행기에 사용됐고, 

절대로 성공적인 조종을 이루진 못 했다. 그러나 소이탄은 

열기구에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소이탄은 전기적으로 불이 

붙었고, 짧은 시간 후에 발사되었다.

시나리오는 하나 이상의 비행기가 로켓을 가진 것을 

표현한다. 만약 그렇다면, 2개의 로켓 카운터는 

비행기의 제어판에 배치한다.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스톨이나 직선 기동을 

해야만 하고, 앞쪽 사격 각 안에 있는 한 자 이내의 목표물을 

가진다.

비행기가 기관총이나 로켓을 사격할 수 있지만, 같은 페이즈에 

둘 다 발사할 수는 없다.

로켓을 사격한다면, 플레이어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행기가 두 로켓 중에 한 개를 발사

한다면, 다른 한 개는 이후의 페이즈에 발사할 수 있다.

목표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따른다면 다음 기동 후에 

명중된다.

다음 기동은 스톨 혹은 직전이다.

두 번째 기동 후에 원래 목표가 여전히 비행기의 앞쪽 

사격 각 안에 있거나, 비행기가 목표와 겹쳐진다.

적 사격으로 로켓을 발사 하는 비행기가 2 페이즈 안에 

특수 피해 기호가 있는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

만약 3조건이 모두 만족하게 된다면, 목표물은 발사된 각 로

렛에 대해 D 피해 카드를 1장 가진다. 만약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로켓은 목표을 명중에 실패하게 되

고 카운터는 낭비 되는 것이다.

예외: 조건 (2)에 대해 만약 원래 목표가 여전히 사격 각 안에 

있지만, 비행기가 로켓을 발사하는 비행기의 시야가 완전히 

막혀 있다면, 막은 비행기(아군 혹은 적)가 대신 명중되고, 

발사된 각 로켓에 대해 D 피해 카드 한 장을 가진다.

로켓과 고도
비행기는 단지 직선, 스톨 혹은 다이브(상승은 아니다)를 

수행하는 차례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명중을 위해서 

다음 기동은 스톨, 직선, 다이브 기동이여야만 한다. 

두 기동 후에 비행기는 목표물과 같은 고도 혹은 1 레벨 

높아야만 한다. 로켓의 명중이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른 

모든 것은 역시 여전히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소이탄(Incendiary Bullet)

소이탄과 열기구

윌리 코펜(Willy Coppens) 같은 몇몇 에이스는 특히 

열기구에 효과가 좋은 특별한 소이탄을 사용했다.

시나리오나 에이스 규칙 소이탄은 비행기가 하나 

이상의 소이탄을 가진 것을 표현한다. 만약 

그렇다면, 소이탄 카운터는 비행기 제어판에 배치한다. 

이 카운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비행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소이탄을 운반하는 비행기가 적 비행기에 연기 특수 피해를 

가하게 된다면, 단일 피해 카드가 보너스 없이 5 포인트의 피

해를 가한다면, 그것은 역시 화염 특수 피해를 야기한다. 

    소이탄 사격으로 인해 엔진 피해를 가진다면, 목표물 

비행기는 일반 효과와 함께 역시 연기 피해 결과를 가진다.

소이탄과 열기구
열기구가 소이탄을 가진 비행기로 부터 엔진에 피해를 가

졌거나, 러더(rudder) 고장과 연기를 가질 때는, 그런 토

큰 대신에 화염으로 처리한다. 5포인트 피해 카드 역시 화

염 특수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열기구
열기구 관찰자

열기구 관찰자는 무거운 무기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적 

비행기에 발각된다면 바구니에 낙하산이 있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비행기 한 대의 목적은 강제로 관찰자를 낙하산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중단되고, 열기구의 손상 여부 

관계없이 바구니 안에 있는 관찰자를 받아서 임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관찰자를 승리 조건의 일부로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동안 

이 규칙을 추가한다.

각 열기구는 시나리오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2명의 관찰자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관찰자 

카운터를 각 열기구 옆에 배치한다. 각 페이즈의 끝에 

사격에 대해 해결하고 피해를 가진 후에 열기구의 소유주는 

관찰자를 낙하산으로 탈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만약 탈출을 결정했다면, 관찰자는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고도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찰자는 열기구를 

지상에 보내는 마지막 6번째 차례 동안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없다. 

만약 열기구에서 관찰자를 탈출시키기 전에 폭발한다면, 

관찰자는 제거된다. 

만약 열기구가 승무원 명중인 특수 피해를 가진다면, 

두 명의 관찰자 중에 하나가 명중될 것을 결정하기 위해 

승무원 확장 피해 옵션 규칙(20페이지를 보라)을 사용한다. 

만약 관찰자가 명중한다면 제거된다.

        만약 고도 규칙을 사용하고, 관찰자의 열기구가 1 혹은 

2레벨의 고도라면,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가 없다. 

불타는 열기구(Drachens)
시나리오가 열기구와 함께 플레이한다면 이 규칙을 사용하지만, 

고도 규칙 없이 플레이한다. 만약 열기구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정해진 차례 전에 게임이 끝난다면, 열기구는 불에 타고, 

당신은 화염 피해계산을 앞으로 해야만 한다. 

점수 계산 전에, 각 불타는 열기구는 아직 플레이 되지 않은 

차례만큼의 화염 계산대의 수와 같은 피해카드의 수를 가진다. 

만약 이 피해가 열기구를 파괴한다면, 열기구는 승리 조건에 

따라 파괴된 것으로 계산한다. 

예

게임은 9번째 차례에 끝났다. 열기구는 2개의 화염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 12 번의 차례까지 3번의 차례가 남아있다. 

열기구는 즉시 화염 피해로 3X2=6 카드를 가진다. 

장애물인 열기구
열기구는 전장을 살펴보는 관찰자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역시 장애물로도 사용된다. 

열기구는 지상과 열기구를 꼬여있는 철선으로 연결되었다. 

열기구 장애물은 지상과 열기구 사이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막는다. 

장애물로부터 지상 사이를 한자의 거리 이내에 라인을 배치한다. 

장애물에 충돌
비행기 모델의 일부가 열기구 장애물에 충돌한다면, 

비행기는 파괴되고 제거된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면 발생한다:

비행기는 두 열기구가 가장 낮은 것처럼 같은 고도이거나 

낮은 인접한 두 열기구사이라면,



비행기가 열기구 사이와 열기구와 같은 고도 혹은 

아래 주변에 있다.

비행기가 열기구와 겹쳐지고, 열기구와 같은 고도 

이거나 아래에 있다.

열기구는 C 피해 카드를 가진다.

열기구 낙하
만약 열기구가 파괴되거나 지상으로 보내진다면, 비행기는 

낙하하기 위해 인접한 두 열기구 사이나, 열기구에 인접한 

사이와 게임 지역의 옆으로 통과할 수 있다. 

폭격
폭격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의 규칙을 사용한다.

폭탄 투하
각 폭격 시나리오는 각 폭격기의 장전

(Load)을 표시한다. 장전은 1개 혹은 

여러 개의 폭탄의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각 장전은 시나리오에 표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목표물에 확정된 피해 

포인트의 양을 일으킨다(승점으로 

정확히 계산). 

기동을 공개하기 전에 폭격기는 장전된 

폭탄을 한 개 혹은 여러 개로 투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투하한다면, 그 페이즈에 모든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표시하는 폭탄(Bomb) 카드를 가진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기동 카드를 실행하고 폭탄 투하 플레이

(사격이 해결되기 전에)로 배치한다. 

만약 폭격기의 마지막 기동 카드가 스톨이라면, 비행기의 

앞에 스톨 기동 카드를 배치하고, 스톨 기동 카드의 

화살표와 폭탄 카드의 화살표가 일치되도록 배치한다.

만약 마지막 기동 카드가 스톨이 아니라면, 비행기 

앞에 직선 기동 카드를 배치하고, 직선(스톨 기동 카드 

대신에) 기동 카드의 화살표와 폭탄 카드의 화살표가 

일치되도록 배치한다.

폭탄을 테이블에 배치하는 즉시 폭탄은 지상에서 폭발한다.

만약 목표물 카드의 빨간 점이 폭탄 카드에 다 가려지게 

되면, 목표물은 최대 피해를 가진다(그리고 플레이어는 

모든 승점을 점수를 가진다)

만약 빨간 점을 다 덮지 못하고 목표물 카드의 일부만 

덮는다면, 피해(그리고 점수)는 반이다(반 내림).

만약 목표물 카드의 일부도 덮지 못한다면, 폭탄은 

불발이고 피해(그리고 점수)는 0이다.

점수를 계산후에 폭탄 카드를 제거한다.

참가자는 사격과 꼬리잡기와 같이 확인이 필요한 게임의 

일부처럼 미리 측정해 볼 수 없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측정을 

할 수는 없다.

폭탄을 이멜만/스프릿-에스 기동 후에 즉시 투하할 수 없다.

폭격과 고도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아래의 규칙을 적용하라.

만약 비행기가 고도 1이라면, 폭탄을 투하할 수 없다. 

만약 비행기가 고도 2라면, 폭탄을 투하할 때, 지상은 

즉시 명중한다. 이전 규칙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한다. 

만약 비행기가 고도 2 초과라면, 폭탄을 투하할 때, 폭탄 

카드와 함께 테이블에 상승 계산대를 하나 이상 배치한다. 

만약 고도 3이나 4라면, 1개의 계산대를 배치하고, 만약 

5-7이라면 2개의 계산대, 만약 8-11이라면 3개의 계산대, 

그리고 12+ 라면 4개의 계산대를 배치한다.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므로 

테이블(계산대를 제거하지 않았다)에 배치한다고 해서 

즉시 명중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기동 스텝 후에, 

폭탄은 기동 카드를 배치(스톨이나 직선)하는 것처럼 



기동 카드와 같이 이동하고, 계산대를 제거한다. 폭탄은 

떨어지는 동안 다른 카드(목표, 지상 유닛 혹은 어떤 

것들) 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당신이 마지막 카운터를 

가진다면, 폭탄은 이전에 명시한 효과로 지상에 명중하게 

된다.

폭탄의 속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직선 기동 카드를 

사용한다면 폭탄의 앞쪽 면에 카운터를 배치하고, 만약 

스톨 기동 카드를 사용한다면, 뒤쪽 면에 배치한다.

예
Caproni Ca.3은 단일 폭탄을 장착했다. 플레이어는 만약 

폭탄으로 투하 성공한다면 시나리오에서 4점의 승점을 

얻을 것이다. 비행기는 고도 5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한 

후에 목표물 카드의 앞쪽에 있고, 비행기는 폭탄을 투하

한다.

같은 페이즈에 플레이어는 Caproni 앞에 직선 기동을 

배치하고, 폭탄 카드의 화살표와 직선 기동 카드의 

화살표가 일치하도록 배치한다. 비행기 고도가 5이기 

때문에 2개의 카운터를 폭탄 카드의 앞쪽 면의 

제일 위에 배치한다. 다음 두 번의 이동 스텝에서 

플레이어는 폭탄 카드 앞에 직선 기동 카드를 배치하고 

같이 이동한 다음 카운터 하나를 버린다.

두 번째 이동 스텝 마지막에 폭탄은 지상에 명중한다. 

폭탄 카드는 목표물 카드의 일부와 겹쳐지지만, 빨간 점을 

모두 덮지는 못 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2 승점 포이트만 

받는다.

옵션 규칙
최대 장전

비행기가 적어도 투하할 수 있는 폭탄의 양이 반(만약 하나 

혹은 두 개의 장전에서 하나를 투하한 했다면 1장전, 만약 

3개에서 4개의 장전을 가졌다면 2 장전 기타 등등)이 남았다면 

최대 장전을 가진다라고 간주한다.

최대 장전한 비행기는:

이멜만 턴을 할 수 없다;

스팁 기동 사이에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 번은 스팁 

기동이 아닌 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폭탄의 장전수가 반 이상 제거됐다면, 이런 제한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장전과 고도(Full Lad and Altitude)
최대 장전한 비행기는 상승 비율이 하나 더 증가한다.

폭탄을 반 이상 투하했을 때, 비행기가 현재 고도 레벨(상승 

비율이 더 이상 하나 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상승 카운터를 가진다면, 카운터 한 개를 제거한다

(현재 고도 레벨에 비행기는 남아 있고).

예

Gotha G.V(climb 5)는 2개의 폭탄으로 시작해서 1개가 장전

되어 남아있다. 이전 차례에서 상승 카운터 4개를 가지고 고도 

3에서 날고 있다. 비행기는 상승 기동 카드를 사용한다. 비행

기는 최대 장전이기 때문에 상승 비율은 5대신에 6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1 고도 레벨이 높아지는 대신에 5번째 상승 카운

터를 얻는다. 다음 차례에 Gotha는 마지막 폭탄을 투하 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더 이상 최대 장전상태가 아니다: 상승 비율

은 다시 5로 되지만, 비행기는 5개의 상승 카운터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도 레벨을 얻지 못한다. 

대신에 카운터 한 개를 제거하고 상승 카운터 4개로 내려간다.

비행기 자동 이동
만약 당신이 솔로 시나리오를 플레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파이터 파일럿이 그들을 제거하는 동안 임의의 방법으로 

테이블을 가로지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행기(멀티 엔진 

폭격기와 2인승 비행기)의 이동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폭격기나 2인승 비행기가 임의의 비행경로로 날수 있도록 

사용하는 동안 상대의 비행기 기동과 함께 멀티-플레이어 

시나리오조차 플레이할 수 있다.

멀티-엔진 폭격기나 2인승 비행기는 테이블의 한 쪽에서 

들어간다. 이것들의 목적은 외진 곳의 몇몇 목표물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나 테이블 밖에 있는 그들의 비행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테이블의 반대쪽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각 비행기의 기관총은 목표물이 시야에 들어오면 매번 사격한다. 

만약 하나 이상의 목표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것을 

한 선택한다. 만약 목표물의 거리가 같다면, 더 많은 피해 카드를 

받은 비행기를 선택한다. 만약 목표물이 여전히 같다면, 같은 

조건의 목표물 중 하나를 임의로 정한다.

멀티-엔진 폭격기
각 멀티-엔진 폭격기가 임의로 날기 위해서 기동 덱을 가지고 

아래의 카드를 제거한다: 상승(climb), 하강(dive), 스톨 한 장, 

왼쪽 회전 한 장과 오른쪽 회전 한 장.

제거한 카드는 박스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8장의 기동 카드만이 사용된다; 3장의 직선, 한 장의 

스톨, 그리고 각 방향에 따른 2자의 회전. 이렇게 양이 적은 

덱을 섞는다.

임의로 나는 폭격기에 대해서 이동 계획을 세우지 마라. 

폭격기는 매번 기동을 실행하기 위해 덱의 제일 위헤 있는 

카드를 가진다. 기동 카드는 각 폭격기의 해당 기동 덱 옆에 

제거된 더미에 배치한다. 

제거한 더미에 한 장의 오른쪽 회전 기동과 한 장의 왼쪽  회전 

기동을 포함한다면, 다시 기동 덱에 직선과 스톨 모두 넣어서 

섞는다. 만약 세 번째 회전이 제거 더미에 있다면, 3번째 회전 

기동 카드는 제거 더미 안에 남겨둔다.

2인승 비행기

각 2인승 비행기의 임의 비행을 위해서, 기동 덱을 가지고 

아래의 카드를 남긴다: 3장의 직선, 1 장의 스톨, 각 방향에 

대한 2 장의 회전 그리고 각 방향에 대해 2 장의 사이드슬립

(sideslips). 만약 사이드슬립이 부족하다면, 가 방향당 1장으로 

한다. 제거한 카드를 박스에 돌려 놓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임의로 나는 2인승 비행기에 대해서 이동 계획을 세우지 마라. 

폭격기는 매번 기동을 실행하기 위해 덱의 제일 위헤 있는 

카드를 가진다. 기동 카드는 각 2인승 비행기의 해당 기동 덱 

옆에 제거된 더미에 배치한다. 

제거한 더미에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 가 한 장의 사이드슬립 

기동을 포함한다면, 다시 기동 덱에 직선과 스톨 모두 넣어서 

섞는다. 만약 세 번째 사이드슬립이 제거 더미에 있다면, 3번째 

사이드슬립은 제거 더미 안에 남겨둔다.

제거한 더미에 한 장의 오른쪽 회전 기동과 한 장의 왼쪽 회전 

기동을 포함한다면, 다시 기동 덱에 직선과 스톨 모두 넣어서 

섞는다. 만약 세 번째 회전이 제거 더미에 있다면, 세 번째 회전 

기동 카드는 제거 더미 안에 남겨둔다.

다른 규칙

사진 정찰
사진 정찰 미션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동안, 비행기는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

게임 장소에 한 혹은 그 이상의 목표물 

카드를 배치한다. 목표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목표물 카드의 아무 지점에서

부터 반 자의 거리 이내에서 비행기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스톨 기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사진은 관찰자가 무능력해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질 수 없다.

사진 정찰과 고도
만약 고급 규칙을 사용한다면, 사진은 고도 3이나 그 이하에서 

촬영해야만 한다.

  1인 시나리오와 
대공 총
1인 시나리오를 플레이한다면, 적 대공 총에 대해 아래의 규칙을 

사용해라.

일반 규칙에 따라, 대공 총이 장전되자마자 사격하지 마라.

대신에 한 페이즈 기다리고 적 비행기의 베이스가 총(2자의 

거리)의 사거리 안에 일부라도 들어오자마자 사격을 하라. 

게임 공간에 카운터를 배치하지 마라. 대신에 대공 총의 

목표가 정확하다면, A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

만약 카드에 특수 피해가 없다면, 조준 실패이고 사격은 

낭비된다.

만약 특수 피해가 있다면(총구 막힘 포함), A 피해 

카드는 무시하고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 C 피해 카드를 

가져온다. A 카드는 덱에 넣고 섞는다.

만약 비행기의 한 부분이 아군 열기구나 비행기로부터 반 자의 

거리 이내에 있다면 목표물에 사격하지 마라.

만약 대공 총으로 하나 이상의 목표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가 당신에게 비행기 보다 더 중요한 지정 규칙을 

제공하는 플레이가 아닌 이상 임의로 선택한다.(예를 들어, 

2인승 비행기는 일반 전투기 보다 2인승 비행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