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uns of Gettysburg                                                                             1-3장 • 소개, 블록들, 맵2 
1. 소개

게티스버그의 포화는 유명한 전쟁을 바탕으로 두 명을 위한 게임이다. 
게임의 시각적 스타일과 색상체계는 19세기 전투 지도의 전통에서 가져 온 
것이다. 북군은 파란색 그리고 남군은 빨간색으로 나타냈다.

2. 블록들
나무로 된 블록들은 상대방 부대의 보병과 기병 유닛을 나타낸다. 게임
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블록에 스티커들을 붙여야만 할 것이다. 블록마
다 오직 하나의 스티커만 붙인다.
  ▶ 분실이나 손상에 대비해 게임에는 여분의 블록들과 스티커시트를 

위한 두 번째 사본을 제공한다.
  ▶ 당신은 원할 때마다 자신의 블록 스티커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칙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한다.

Full-Strength 블록들은 그들이 첫 번째 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닛을 나
타낸다. Reduced 블록들은 사상자를 나타내기 위한 교체용으로 사용한
다. 규칙으로 블록중 하나가 reduced되는 것을 정할 때마다, 그것을 
플레이에서 제거하고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다시 놓는다.:
  ⚫ 만일 그 블록이 Full-Strength보병 블록이고, 같은 지휘관을 

사용하지 않는 reduced블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2개를 선택한다. (당신은  reduced-2 
블록 2개, reduced-1 블록 2개, 또는 각각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지휘관이름은 보여 주지만, strength는 보여주지 않는
다. 그에게 하나의 블록을 고르게 하라. 상대가 선택한 블록으로 
제거 블록을 교체하라; 그가 고르지 않은 블록은 사용하지 않은 
다른 블록들과 함께 돌아간다.
(주 : 지휘관 중 reduced-2 블록의 불규칙한 분포는 게임 모델 
유닛의 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만일 블록이 Full-Strength보병이고, 같은 지휘관의 남은 것 중 
사용하지 않은 reduced블록을 하나만 가졌다면 그 reduced블록
은 교체블록이다. 상대방에게 교체 블록의 스티커 면을 보여라.

  ⚫ 만일 그 블록이 reduced-2블록이라면, 같은 지휘관의 사용 하지 
않은 reduced-1블록과 함께 교체한다.

  ⚫ 만일 블록이 Strength-1을 가졌다면 교체는 없다; 그것은 
제거된다.

reduced 블록은 게임마다 오직 한 번씩만 교체로 사용할 수 있다: 
reduced 블록들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플레이에서 제거된 모든 블록들
은(Full-Strength 그리고 reduced) 앞면으로 유지하고, 그 게임에서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블록들과 따로 놓는다.

3. 맵
게임보드는 전쟁터의 맵(지도)를 묘사한다. 다각형으로 불리는 분할된 
맵은 Area라 부른다. Area들 사이에 있는 선들과 원들은 각각 
Position과 Endpoint라고 부른다. 다각형 Area면은 Area의 경계 
Position이다. 맵 위의 블록들은 Area가 아닌 Position을 점령한다. 
블록들은 Area를 통과해(가로질러) Position에서 Position로 이동한다. 
Position에 인쇄 된 기호는 해당 Position의 지형을 나타낸다.
  ▶ 다른 지형 형태들은 같은 Position에서 결합될 수 있다.
  ▶ 지형은 Position의 양쪽 면이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된다. Area 

내의 지형 기호는 사격범위, 공격 및 해당 지역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지역 외부의 기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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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큰 준비

이번 장은 다양한 타입의 토큰들을 소개하고 단계적으로 게임준비에 
필요한 지시를 한다.

1. 보드 펼치기.

맵보드: (플레이 준비 참조를 보여준다)
보드의 남군 플레이어 측

보드의 북군 플레이어 측

남군
Battle Pool

지역

북군
Battle Pool

지역

Emmitsburg
참가지점

대기열 1개
Taneytown

참가지점
대기열 1개

목표
시작 Area

Time Track과
Date Track

Chambersburg
참가지점 (대기열 3개)

Mummasburg
참가지점
대기열 1개

Harrisburg
참가지점
대기열 1개

Baltimore
참가지점 대기열 1개

2. 블록 준비. 보드 옆에 블록을 놓아라. 당신은 스티커 면을 볼 수 있도
록 그들을 앞에 놓고, 상대방은 볼 수 없도록 하라.

3. 토큰 준비. 게임에는 떼어낼 수 있는 card-board 토큰 시트가 있
다. 그것들을 떼어 내고 종류별로 분류한다. 다음 준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토큰들은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분류해 놓는다. 
(주: 토큰은 삼각면 바닥과 반대 쪽 모서리를 집는 것이 가장 쉽다.)

4. Time토큰 준비. time토큰들은 무작위로 양쪽 부대들의 double-blind 
(서로 같은 시점에 증원하지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다)증원 일정을 만
들기 위해 사용한다.

(양쪽 플레이어들) 당신의 rumor토큰과 Arrival토큰을 분류하라. 분류
한 Arrival토큰들의 날짜와 Track 날짜를 일치시키고, 앞면이 보이게 
Date track에 놓는다.

(양쪽 플레이어들) 당신의 7월 1일 Arrival토큰들을 date track에서 가
져와 그것들을 뒷면으로 돌려놓고, 당신의 rumor토큰들(역시 뒷면) 중 
10개와 Arrival 토큰들(뒷면)을 섞는다. 그리고 그 토큰들을(엿보기 
없기) 시간당 한 개씩 뒷면으로 하여 Time Track에 놓는다.

  ▶ 남군 플레이어는 모든 칸에 하나씩 놓는다.; 북군 플레이어는 
오전 7시~오전8시와 오전8시~오전9시 칸을 제외한 모든 칸에 
time토큰을 하나씩 놓는다.

  ▶ 중요 점: 토큰들을 섞을 때는 좋은 결과를 위해 최소 20초 정도
는 섞는 것이 좋다.

5. 증원토큰 준비. 증원토큰들은 증원 참가지점에서 무작위로 지정된 
증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한다.

(북군 플레이어) 당신의 KILPATRICK증원 토큰을 TANEYTOWN 참가 대
기열에 놓아라. KILPATRICK은 이 대기 열에서 맨 아래 토큰이어야만 한다.

(양쪽 플레이어들)당신의 증원 토큰들을 뒷면으로 뒤집어라(북군 KILPATRICK 
토큰 제외). 돌려 섞는다. 각 참가 대기열에 숫자가 표시되도록 토큰들
(엿보기 없음)을 뒷면으로 쌓아라. 북군 토큰들은 아무 북군 대기열에도 
갈수 있다. 남군 토큰들은 군단이 일치해야만 한다. 게임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플레이어는 자신의 Stack 제일 상위에 있는 증원 토큰들 각
각의 현재 토큰 앞면이 무엇이지 항상 엿볼 수 있다. 플레이어는 상대
방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6. 전투 토큰 준비.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블록들 이동과 싸움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플레이하는 자신만의 전투토큰을 갖는다.

당신의 전투 토큰들을 보드 옆에 놓아라.(보드판 위에 놓지 않는다.) 그들을 
뒷면으로 뒤집어놓고 섞는다. 이 토큰들이 당신의 Battle Po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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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Turn은 게임에서 시간의 기본 단위이다. 이 기간에 있는 전투
의 변동 속도를 반영하기 위함이고, Turn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의 
수는 고정되지 않고 Turn에서 Turn까지 달라질 수 있다.

Battle tray를 가진다. 당신의 Battle Pool(엿보기 없기)에서 8개의 
토큰들을 가져와 당신의 Tray에 앞면으로 해서 놓아라. Tray에 있는 토큰
은(게임하는 동안 바뀔 것이다) 당신이 플레이할 수 있는 토큰들이다.

7. 목표 준비. 게임은 목표 마커들로 사용하기 위한 6개의 깨끗한 플라스틱 
디스크로 한다. 그것들에 별 스티커를 붙이고 3개의 각 목표 시작 
Area에 북군 통제(파란색) 마커를 놓아라.

8. BUFORD 준비. (북군 플레이어) 맵에 당신이 선택한 아무 Position에 
지휘관 BUFORD 기병블록 2개를 놓아라. 그들은 남군 증원 Area 경
계면인 Position에 갈 수 없다. (11장 확인) 시작에는 남군 블록들이 맵
에 없다.

9. 플레이 시작. 첫 번째 Turn은 7월 1일 오전 7시에서 시작 한다: 
첫 번째 Turn을 위해, 북군 플레이어가 1st 플레이어이며 (5장 확인), 
양쪽 부대들은 사수일반명령(6장 확인)하에 있고, Turn Duration은 1
시간이다.(7장 확인)

5. 플레이 순서

1st 플레이어와 2nd 플레이어: 플레이어 역할은 2개가 있다 : 선과 
후. 플레이어들은 게임 동안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역할들은 주도권
을 체험한다. 2nd 플레이어는 주도권을 가진다. 그는 Turn 
Duration을 통제하고 (7장 확인), Multi-Hour Turn에서 더 멀리 
행군할 수 있다. (12장 확인)

Turn의 순서: Turn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Turn Duration Phase. (7장 확인)
2. 1st 플레이어의 Action Phase. (아래확인)
3. 2nd 플레이어의 Action Phase. (아래확인)
4. 목표 Phase. (16장 확인)

Action Phase 순서: 플레이어는 각각 한 Action Phase를 갖는다. 
Action Phase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를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투토큰을 가져온다. (8장 확인)
2. 철수이동. (14장 확인)
3. 공격이동. (13장 확인)
4. 증원참가이동. (11장 확인)
5. 행군이동. (12장 확인)
6. 다음 Turn을 위한 일반 명령들. (6장 확인)

6. 일반 명령 선언
일반 명령들: 일반명령들은 당신의 전체 부대에 영향을 주기위해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들은: 공격, 사수 혹은 
철수. 당신의 Action Phase 끝에, 다음 Turn을 위한 일반 명령들을 
선언 한다(상태를 큰소리로 말하기). 일반 명령들은 당신이 할 수 있
는 이동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음 Turn을 위한 일반명령 선택은(공격, 사수, 혹은 철수)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만일 당신이 2nd 플레이어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현재의 Turn의 
합법적인 최대치보다 적은 Turn Duration을 선택 했다면(7장 확
인), 다음 Turn을 위해 당신은 공격 또는 철수 중 하나를 선택 해
야만 한다.

• 만일 다음 Turn이 야간 Turn이거나, 당신의 Tray에 전투토큰이 없
다면, 당신은 공격을 선택할 수 없다.

• 만일 당신이나 상대방이 맵 위에 블록이 없다면, 당신은 사수를 
선택해야만 한다.

  ▶ 게임의 첫 번째 Turn을 위해, 양측 부대들은 사수일반명령 하에 
있다.

모든 일반 명령들: 3개 타입의 모든 일반 명령들 하에, 당신은 증원
참가이동과 행군이동을 할 수 있고, 규칙들에 의해 정해진 어떤 강제철수
들을 실행 해야만 한다.

공격일반명령: 이것은 당신이 공격이동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만
일 당신이 공격일반명령들 하에 있지만, 당신의 Action Phase에서 공
격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당신의 Tray에 있는 전투 토큰들을 적
어도 반 이상을(당신의 선택), 당신의 Return Stack에 뒷면으로 하
여 놓는다. (Return Stack은 8장에서 설명 한다)
  ▶ 당신이 어떤 합법적인 공격을 할 수 없거나, 현재 Action Phase와 

당신이 마지막으로 선언한 일반 명령들 time 사이에서 어떤 철수 
또는 공격을 상대방이 한다면, 그 페널티는 소멸 된다.

철수일반명령: 이것은 철수이동(자발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당
신이 철수일반명령을 선언할 때, 당신의 Tray에서 적어도 전투토큰의 
반 이상을 즉시 선택해야만 하고, 당신의 Return Stack에 뒷면으로 하
여 놓는다.
  ▶ 만일 다음 Turn이 야간 Turn이면, 당신은 야간 Turn Action 

Phase의 시작 때까지 그 토큰들(철수일반명령으로 선택해야하는 
토큰들)을 선택하고 되돌리는 것을 미룬다.

사수일반명령: 공격 또는 철수가 아닐 때 기본명령은 바람직하다. 
  ▶ 만일 현재 Turn에서 사수일반명령들 하에 있고, 강제 철수를 해야 

하고(14장 확인), 다음 Turn을 위해 또다시 사수일반명령을 
선언한다면, 즉시 당신의 Tray에서 두 개의 전투토큰들을 선택해야만 
하고,(또는 당신이 가진 2개보다 적다면 모두를) 그것들을 당신의 
Return Stack에 뒷면으로 하여 놓는다.

7. Turn Duration Phase

한 Phase를 시작하기 위해, 이전 Turn의 마지막 시간 이후 시간에 
그 Turn의 시작 마커를 놓아라. 
  ▶ 게임의 첫 번째 Turn을 위해, 오전 7시~오전 8시에 있는 시간 위

에 Turn시작 마커를 놓아라.

다음은, 어떤 플레이어가 그 Turn에서 1st 플레이어를 할지, 어떤 플레
이어가 2nd 플레이어를 할지를 결정하라. 1st 플레이어는 가장 최근에 
철수일반 명령을 선언한 플레이어이다. 상대방이 2nd 플레이어다.
  ▶ 만일 플레이어가 철수일반명령을 선언한 적도 없다면 북군 플레이어가 

1st 플레이어다.

2nd 플레이어는 그 Turn에서 시간의 수를 선택한다. 최소는 1 시간이다. 
최대는 더 적은 블록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의 블록 3개당 
1 시간을 추가한다. (즉 – 8 블록들은 2 시간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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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중인 플레이어의 블록수를 계산하기 위해 그의 맵에서 퇴장

하여 재입장(10장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의 수와 증원 참가지점(11
장 확인)에서 현재 입장 가능한 블록의 수, 맵에 있는 블록의 수
를 다 포함한다.

  ▶ 만일 어느 쪽 플레이어든 다음 그의 Action Phase를 위해 공격
일반명령을 선언한다면, 그 Turn은 1 시간 강제지속을 갖는다.

  ▶ 야간은 항상 1 시간 강제지속을 가지는 별도의 Turn이다. 야간
이 아닌 Turn의 최대 지속은 야간이 되기 전 시간의 수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 

Turn Duration이 한 번 정해지면, Turn의 마지막 시간인 그 칸에 
Turn 끝 마커를 놓는다.

8. 전투 토큰 가져오기
Action Phase 시작에 각각의 Turn Duration 시간을 위해 당신의 
Battle Pool(엿보기 없기)에서 토큰 한 개를 가지고 온다. 그것을 당신이 
볼 수 있게 전투Tray에 놓아라.
  ▶ 만일 당신이 공격일반명령들 하에 있다면 가져오기를 할 수 없다.

당신의 Tray에 있는 8개 보다 더 많은 토큰을 보유할 수는 없다. 토큰 
모두 뽑은 후, 만일 8개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당신이 유지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고 싶은 토큰은 맵 보드에 있는 당신의 Return 
Stack에 놓아라.

Battle Pool에 있는 모든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토큰들을 
가져올 권리가 있지만, 당신의 Battle Pool이 비어있게 되면, 즉시 
Return Stack에 있는 토큰들로 새로운 Battle Pool을 만들어라. 
Stack에서 토큰들을 꺼내 보드판 옆에 뒷면으로 하여 섞고난 다음, 
무작위로 당신의 권리에 대한 어떤 토큰 하나를 가져온다. 만일 당신의 
Return Stack에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더 이상 토큰을 가
져올 수 없다.

9. 사격 범위
Field of Fire(사격범위): 블록이 통과하는 지역들과 그 지역들을 
경계하고 있는 position들에 사격을 계획할 수 있다. 사격범위는 
적군의 이동 제한이 되고, 공격 해결에 사용된다.

Position에 있는 블록은 전방과 후방을 갖는다. 블록은 점령한 Position의 
전방으로 사격범위를 계획 할 수 있으나 후방으로는 안 된다. 전방과 
후방을 표시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블록을 그 Position의 뒤쪽에 놓아라. 
(중요점: 블록들은 Position을 점령하지만, Area들은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전방과 후방을 보여주기 위한 약속 사항이다.)

블록의 사격범위를 조성하는 Area들은 블록의 Position을 둘러싸고 있
는 Area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중요한 Area들은 
전방, 확장된 전방 그리고 후방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의 사격범위는 당연히 전방 Area이지만, Position의 전
방에 능선이 있는 블록은 확장된 사격범위를 갖는다.: 블록의 사격범위는  
전방과 확장된 전방 Area로 구성된다. 한 블록의 사격범위는 사격범위 
Area에 있는 모든 경계면인 Position들을 포함한다.

블록의 사격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형에 의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 한 블록은 자신의 Position 전방에 장애물 지형기호가 있다면 사격범위를 

전혀 가질 수 없다.
  • 만일 능선 또는 그 블록에 인접한 Position에 있는 확장된 전방 

Area들과 블록의 전방 사이에 장애물 지형이 있다면, 그곳에 아군 
블록이 있을지라도 블록은 확장된 전방 Area로 사격범위를 갖지 못한다. 
(주: 적 블록은 블록의 사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블록의 Position 전방에서부터 어떤 Area까지 시야의 특별한 
라인( )이 있다면, 그 블록의 사격범위는 어떤 개입하는 능
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야를 막는 장애물(그러나 아군 블록들은 아니
다)을 무시하고 그 Area까지 확장한다.

10. 이동

이동 형태들: 블록이동에는 증원 참가, 행군, 공격, 철수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다. 모든 이동 형태에 대한 이동 규칙의 핵심은 이 장에서 
묘사하고, 다음 4개의 장에서 4가지 형태 각각에 대한 특수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11-14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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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블록들이 맵의 한 Position에서 다른 Position로 가는 방법이다.  
당신은 블록들을 한 번에 하나씩 이동한다.(예외: 집단 공격; 13장 확인)

Action Phase에서 블록들을 이동한다. 당신은 다음의 명령들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 

1. 철수 이동 (Withdrawal moves)
2. 공격 이동 (Attack moves)
3. 증원 참가 이동 (Reinforcement entry mves)
4. 행군 이동 (March moves)

  ▶ TIP : 블록 이동 명령을 위한 머리글자는 WARM이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블록들을 이동을 할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이동과 
선택한 명령으로 블록들을 이동할 수 있다.

블록이 이동을 한 번 완료하면, 같은 Action Phase에서 또다시 이동할 
수는 없다. (예외, 15장 확인)

이동 경로들

한 블록은 한 Area를 지나가며 한 번에 Position에서 Position로 이동
한다. 이동거리는 Step으로 계산한다. 한 Area를 건너기 위해 1 Step 
비용이 든다. 블록이 출발 Position 또는 도착 Position에 장애물 기호
가 있다면, Step 페널티로 +1 증가한다. 그 페널티는 오직 그 기호를 지
나가고 있는 Area 안쪽에 있을 때만 준다. 만일 장애물 기호가 양쪽에 
있다면 그 페널티는 여전히 +1만 준다.
  ▶ 주: 장애물 패널티는 그 기호가 있는 그 지역을 가로지르는 것에 

달려있다; 블록의 전방과 후방에 대하여가 아니다. 이동 계산을 
위해 맵을 보라. 그리고 블록의 전방과 후방을 무시하라; 이동의 
비용은 만약 그 블록의 전방과 후방이 바뀐다 해도 같을 것이다.

당신이 이동을 끝냈을 때, 블록의 전방과 후방을 선택한다. 전방을 
바꾸기 위한 이동비용은 없다. Turn에 이동하지 않은 블록은 여전히 
전방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행군이동을 이행하는 동안 방향을 바꿀 
수 있다. Position 밖으로 행군이동을 할 수 없는 블록은 그 Position에
서 여전히 전방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Action Phase가 끝났을 때, 같은 
Position에 함께 있는 블록들은 같은 전방과 후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북군 블록은 남군 참가 Area 경계에 있는 Position으로 절대 이동 할 수 
없다. (11장 확인) 이 제한은 남군 블록들의 북군 참가 Area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부분 Area와 Position

맵 가장자리를 따라서 부분 Area들과 Position들이 있다.(부분 Area는 
Position들로 완전히 경계 짓지 못하는 Area이다. 부분 Position은 
두 개의 Endpoint들이 없는 Position이다.) 블록들은 부분 Position들
을 점령할 수 있고 부분 Area들을 지나서 이동 할 수 있다.

블록은 부분Area에서 맵을 퇴장 할 수 있고, 나중 Turn에 맵으로 
재참가할 수 있다. 퇴장하기는 오직 행군 또는 철수 이동들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재 참가는 행군 이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블록이 퇴장
했을 때 그것이 퇴장한 Area 옆인 맵 밖에 둔다. 재 참가는 원래 있던  
Position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같은 Area를 통해서만 가야 한다. 
퇴장 또는 재 참가까지 1 이동 Step 비용이 든다(장애물 페널티 추가). 
행군 이동은 거리, 적의사격범위, 적의 블록들을 적용하여 제한하고, 
퇴장과 재참가를 방지 할 수 있다.

Position에 따른 여러 블록(아군 혹은 적군)

당신은 한 Position에 블록 3개까지 이동을 끝낼 수 있다. 블록들 중 
어떤 개수라도 Position을 지나서 이동할 수 있다.

한 블록은 공격 이동에서만 적 블록이 점령한 Position으로 진입할 수 있다. 
만일 블록이 적 전방 Area를 지난다면, 그 적 Position의 반대편 앞에 
놓여진다. 만일 블록이 적 후방 Area를 지난다면, 적 Position의 같은 
면인 적 블록 뒤에 놓인다. 적 블록과 같은 position에 있는 블록이 만약 
적 블록 뒤에 있다면, 적 블록 후방으로 갈 수 없고, 적 블록 앞이라면, 
적 블록 전방으로 갈 수 없다: 블록은 절대 적 블록을 통과해서 갈 수 
없다. 적 블록들은 아군 블록들이 한 position에 블록 3개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Action Phase의 시작에 같은 Position에 있는 여러 아군 
블록들을 가졌고, 상대방이 어느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집어서 안보이게 섞고, 다시 되돌려 놓는다.

철수일반 명령

만약 당신이 철수 일반 명령하에 있다면, 당신은 적 사격범위 안의 
Position 혹은 적 점령 Position에 진입하는 행군 또는 증원 참가 
이동을 사용할 수 없다.

11. 증원
이번 장은 증원이 어떻게 게임에 진입하는지 설명한다.

증원 가능성

증원 참가 이동을 하기 전에 즉시, 발생순서대로 현재 Turn을 위해 
time 토큰들을 윗면으로 뒤집는다. 만일 토큰이 rumor 토큰이라면, 
그것을 버린다. 만약 토큰이 Arrival 토큰이라면, Time Track위의 그 
토큰의 위치는 증원도착시간이고, 토큰의 이름은 그것이 도착하는 참가
지점이다. 누가 도착 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참가지점의 대기 열에 있는 맨 
위의 증원토큰 윗면을 살짝 엿본 다음, 지휘관 이름을 읽고, 그리고 
증원 토큰을 버린다. 증원 지휘관을 위해 Full-Strength블록들(지휘
관 블록 모두)을 가지고 맵 옆인 참가 지점 밖에 그것들을 놓아라.: 그
들은 이제 참가 가능하다. 상대편에게 당신의 증원 토큰의 윗면 또는 블록
들의 스티커 면을 보이지 않게 하라.
  ▶ Time Track에서 Arrival 토큰을 아직 빼내지 마라; 그들은 목표

단계가 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 버려진 rumor토큰은 
야간 Turn에 필요하다면 재활용 할 수 있다. 버려진 증원토큰들
은 게임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 CHAMBERSBURG 참가지점은 3개의 대기 열을 가진다. 거기에 
있는 참가 순서는 보드 위에 보이는 순서이다: 참가를 위해 처음에는 
Ⅲ군단 3개의 지휘관들이다. 그다음 Ⅱ군단 한 개의 지휘관, 
그다음 I군단의 3개의 지휘관들이다.(남군 참가 순서: 3->2->1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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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원 참 가 이 동

증원참가는 이동의 한 종류이다. 증원참가이동은 3가지 타입의 모든 일
반명령들 하에 할 수 있다. 증원참가이동은 오직 처음 참가하는 Turn
의 증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각각의 증원 참가 지점은 두 개의 증원 참가 Area들이 있고, 그 맵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파랑(북군) 또는 빨간(남군)선들에 의해 표시된다.  
증원이 적 사격범위에 있는 Area로 참가한다면, 이곳을 지나서 진입
할 수 없다.

증원 토큰은 Time Track에서 뒤집어 지게 되고(위의 이미지 참고), 그 
시간에 맵에 진입 가능하게 되고, 증원 블록이 전장에 도착하게 된다. 이
때 해당 시간 플레이에 증원 블록을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은 절대로 
증원 블록을 계속 가져올 필요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증원 블록을 
맵 밖에서 대기할 수 있다. 당신이 증원 블록을 가져올 때, 비포장 길 혹은 
도로길 참가,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블록들은 같은 Turn에 같은 참가 지점으로 도로길과 비포장 길로 

진입할 수 없다.
  ▶ (남군 플레이어) 증원은 만일 다른 증원들이 참가 지점에 미리 진입해 

있는 경우에만, 그들이 진입 가능한 첫 번째 Turn에 도로 길로 진
입할 수 있다.

비포장길: 맵 밖에서 참가 지점의 참가 area 중에 하나를 가로질러 참가 area 
경계에 있는 Position까지 이동할 수 있다.

도로길: 참가지점에서 가능한한 Position까지 주요도로를 따라서 이동
할 수 있다. 도로는 끝 Position을 지나가야만 한다. 도로길 이동은 가능한 
Position까지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다. 오직 한 블록만이 단일 참가
지점에서 시간마다 진입할 수 있다. 블록들은 다른 참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도로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사용한 도로들은 어떤 곳에서 
겹치거나 교차할 수 없다.
  ▶ (남군 플레이어) 당신은 Gettysburg 마을을 꾸며 놓은 두 Area의 

어느 쪽이든 가로지르는 참가이동은 할 수 없다.

도로길로 증원참가이동 중인 블록이 적의 사격범위의 Position 또는 적의 
블록에 인접한 Position 어느 쪽이든 진입하면, 거기에서 이동을 끝내야만 
한다.: 그 블록은 그 Position을 계속 지나갈 수 없다.

증원 수송 : 당신은 참가지점에서 대기중인 블록들을 참가지점들 사이
로 수송할 수 있다. 수송은 원래 지정한 참가지점 이외에 당신의 다른 
참가지점 하나로 진입하기 위함이다. 수송에 1 시간이 걸린다. 오직 한 
블록만이 각 쌍의 참가지점들 사이로 시간마다 수송할 수 있다. 블록은 
도착한 시간에 수송될 수 없고, 수송 시간에 진입할 수 없다. (e.g.-만
일 한 블록이 CHAMBERSBURG에 오후 2시~오후 3시에 첫 번째로 도착
한다면, 그것은 MUMMASBURG까지 오후 3시~오후 4시에 수송할 수 있
고, 오후 4시~오후 5시에 MUMMASBURG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블
록이 정규 증원(Time 토큰에 의한 증원)들이 같은 시간에 거기로 도착
한다면, 한 시간 안에 참가지점으로 수송할 수 없다. 
  ▶ 당신은 EMMITSBURG와 BALTIMORE사이로 직접 수송할수 없고 

CHAMBERSBURG와 HARRISBURG사이도 안 된다. 이 수송은 한곳
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위해 중간에 있는 TANEYTOWN과 MUMMASBURG 
각각을 사용하여 두 번의 수송을 가져야 한다.

12. 행군이동(2 Step)
행군이동은 이동의 한 종류 이다. 행군은 모두 3가지 타입의 일반명령들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행군이동 기본거리 제한은 2 Step이다. Multi-Hour Turn에서, 자격이 
주어진 블록들은 더 멀리 행군할 수 있다. Multi-Hour 거리를 추가로 
얻기 위한 자격은 한 블록의 행군 이동 끝에 다른 아군 블록이 차지하고 
있는 position에 인접하거나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 (각 블록은 자신의 
행군 끝에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즉, 어떤 블록이 먼저 이것을 
어기고 이동한 뒤, 다른 블록이 그것을 쫓아가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자격이 주어진 1st 플레이어의 블록들은 증가
되는 시간마다 1 Step 더 행군할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진 2nd 플레이
어 블록들은 증가되는 시간마다 2 Step 더  행군할 수 있다. 

  주 : Multi-Hour Turn에서 추가거리를 행군이동 하는 규제들은 역
사적인 "안전한" 이동들로 그들에게 제한을 준다.; 예비대를 키우고, 
Position을 강화와 전선을 확장하는 것

(비용이동) 당신의 전투 Tray에 있는 행군/참호 토큰 한 개를 공개하고 소비한 
다음, 이번 Turn에서 행군하는 블룩이 무엇이든 3개까지 각 거리 제한을 
1 Step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은 같은 Action Phase에서 하나 이상
의 토큰을 소비할 수 있지만, 블록들은 한 번만 거리제한 증가를 가
질 수 있다.

전투 토큰 비용과 되돌리기 : 비용으로 쓰인 전투토큰은 전투토큰 
되돌리기와 같지 않다. 되돌리는 전투토큰들은 당신의 Return 
Stack으로 가게 되고, Battle Pool로 다시 돌아가 섞게된다. 비용으로 
쓰인 전투토큰은 절대 게임으로 돌아오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된다.

블록은 적의 사격범위 Area를 지나서 행군이동을 할 수 없다. 적의 
사격범위 Area의 Position으로 행군이동을 하는 블록은 그곳에서 이동
을 끝내야한다. 행군이동은 적의 사격범위 Position 밖으로 블록을 이동
하기 위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Position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직 공격 또는 철수이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 13장과 14장 
확인 - 행군이동에 의해서는 절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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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점령 Position에 인접한 Position으로 행군하는 블록은 그 Turn에 
더 멀리 이동 할 수 없다. 만약 한 블록이 적이 점령한 Position의 한 
Endpoint에 인접한 Position으로 행군이동을 한다면, 그 Endpoint 주
변의 한 area(오직 하나)를 통해만 회전하면서 행군이동을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의 왼쪽 상황). 만일 양쪽 Endpoint에 있는 적의블록에 
인접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 쪽 주변을 회전 할 수 있다. 회전 행군
이동은 공격일반명령들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적의 사격범위 Position에 
있는 블록은 행군 및 회전이동도 할 수 없다.

13. 공격 이동
공격은 이동의 한 종류이다. 공격은 오직 공격일반명령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오직 한 공격은 한 Action Phase에서 한 Position부터 할 수 있다. 
오직 한 공격은 한 Action Phase에서 한 Position까지 할 수 있다. 
공격은 한 번에 하나씩 한다. 한 번의 공격은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한 공격은 한 개 이상의 블록들로 할 수 있다.

포병 편제와 공격

포병은 공격자와 방어자 둘 다 공격에 사용 할 수 있으나, 그것의 사용은 
편제적으로 필요조건에 일치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모든 포병 토큰
은 어떤 편제에 일치하는지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진다. 편제적 이름을 
가진 토큰은 그 지휘관에 일치하는 모든 블록들의(SYKES. HETH. etc) 
지휘관 이름이다. 남군 토큰 편제이름은 군단 번호를 가진 Ⅰ,Ⅱ,Ⅲ의 
모든 블록에 일치한다. 북군 예비 토큰은 모든 북군 보병블록들과 일치
한다. 한 •ANY• 토큰은 모든 아군 블록에 일치한다.

예비 북군과 남군 Ⅰ,Ⅱ,Ⅲ(군단) 포병토큰들은 필요한 증원 블록 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북군 예비 포병은 4개 이상의 모든 북군 지휘관
(BUFORD 제외) 블록이 증원으로 맵에 진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남군 
Ⅰ,Ⅱ,Ⅲ(군단)포병들은 각 군단에서 2개 이상의 모든 지휘관 블록들
이 증원으로 맵에 진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

공격해결절차의 2와 3 Step에서 한 Position에 있는 포병을 플레이하기 
위해 당신은 그 Position에 인접하고 그 자리에 편제적으로 일치하는 
블록들의 수를 가져야 한다. 그 블록의 수는 다음과 같다.
   -•ANY•포병 - 1블록
   -포병지휘관이름(SYKES, HETH, etc) - 2블록
   -남군군단포병(Ⅰ,Ⅱ,Ⅲ) - 3블록
   -북군예비포병 - 3블록

포병 토큰을 플레이위해서 그 position에는 한 개 이상의 편제적으로 
일치하는 블록이 점령하고 있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편제적 
일치 블록들은 같은 Position(A)에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인접(B)하거나 
또는 인접한 곳의 편제일치 블록에 인접(C)할 수 있다.(예: A-B-C)

  ▶ 만약 편제적으로 일치하는 블록들이 모두 제거 된다면, 포병 토큰은 
플레이 할 수 없다. 만일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 일치 조건의 블
록이 부족하다면, 생존한 블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e.g.- 만약 
남군 군단에 오직 두 개의 블록만이 생존해 있다면 세 번째 블
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공 격 절 차
주: 이 절차에는, 공격하는 블록들과 방어하는 블록들에 대해 언급하
고, 토큰들과 Position들은 현재 공격에 관련된 것만을 의미한다. 
다른 공격 턴에서는 어떤 것도 안 된다.

1. (공격하는 플레이어) 선언. 공격자는 어떤 블록으로 공격할 것인지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들, 그들이 공격할 Position들을 선언한다. 공격이동의 
시작과 끝나는 Position은 각각 공격 Position과 방어Position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공격 이동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의 것 중 
하나는 사실이어야만 한다.:
  • 그 블록은 공격하는 블록의 전방 Area 경계의 Position에 있는 적을 

공격한다, 또는
  • 그 블록은 공격하는 블록의 사격범위에 있는 Position의 적을 

공격한다, 또는
  • 그 블록의 Position은 적을 공격하는 적의 사격범위 안에 있다. (또는 

적의 전방이 반대로 바뀌어서 공격 할 수 있다면)

공격경로는 정해진 거리제한은 없지만, 최소 거리로 가야만 한다(이동 
Step으로 최소 거리 계산). 공격블록이 지나가는 첫 번째 Area는 공격
하는 블록의 전방 Area여야 한다. 공격이동은 적이 점령한 Position
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다. 만약 이런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는 경로
가 없다면(즉 - 모든 최소거리 경로는 적이 점령한 Area를 통해 지나가
거나 혹은 최소거리경로의 첫 번째 Area가 공격하는 블록의 전방 
Area가 아니다), 그 공격이동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공격하는 플레이어
는 다양한 합법적 경로들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블록들을 이동한다. 하지만 공격 이동과 
함께 집단 공격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블록들을 이동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간주 되고 하나의 공격으로 해결
한다. 집단 공격에서 각각의 공격블록은 자신만의 독립된 공격 경로를 
갖는다. 그러나 그 블록들은 연속으로 보다는 동시에 그들이 공격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공격 절차는 전체 집단 공격에 대해 단 한 번에 수행한다.

집단 공격은 공격 Position에 하나 이상의 블록들을 포함할 수 있다. 
집단공격을 하는 블록들은 한 Position으로 모두 공격할 수 있거나, 
인접한 두 Position을 공격할 수 있다. 두 개를 초과하는 Position을 
단일 집단 공격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공격 이동이 끝나는 한 Position은 적의 점령한 Position이라야만 
한다. 하나의 예외: 두 개의 인접한 Position에 대해 집단 공격 중, 
하나만 적의 점령지를 가진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 옵션의 주된 사용은 
측면 위협을 만드는 것이다 - 이 절차는 Step 8 확인) 이러한 이동은 
블록이 적군과 인접하여 시작하면 "제자리"가 될 수 있다.
  ▶ 적 사격범위는 공격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비점령 Position을 

공격하기 위한 자격 결정을 위해 그곳에 적 블록이 있다면, 적의 사
격범위를 사용하라.

당신은 같은 공격에서 전방과 후방에서 한 Position을 공격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공격은 아군 유닛들 사이에서 서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각각의 공격 Position에 대한 당신의 공격하는 블록들 중에서 선두 블록을 
하나 선택하여 선언해야만 한다. 만일 그 Position이 적 점령지라면, 
선두 블록은 strength-2를 가져야만 한다. 적군이 점령한 곳으로의 
공격 이동은 strength-2인 선두 블록이 없다면 공격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의 Action Phase에서 공격받아 승리한 적 블록에 대해 당신의 
집단 공격으로 공격을 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을 후방에서 공격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적군의 공격은 아군 공격 계획을 방해했을 것이다.)

적군이 점령한 position에 공격 이동하는 블록의 총 수는 당신의 트레
이에 가지고 있는 토큰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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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하는 플레이어) 포병 지원: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Position에 
Tray의 포병 토큰을 플레이할 수 있다. 당신의 position에 있는 포병들은 
그 position에 있는 당신의 블록들과 똑같은 사격범위를 가진다. 한 토큰
은 오직 한 Position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다. 그 조건으로는: (1)일
치하는 편제가 있다 (2)Position이 적 점령지가 아니다, 그리고 (3) 하
나 이상의 공격 블록의 경로가 포병의 사격범위내의 area를 가로지른다. 한 
토큰은 공격받지 않는 Position에서 플레이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토큰들
이 한 Position 안에 놓을 수 있다. 각각의 토큰은 방어하는 블록 
Position 앞에, 뒷면으로 배치한다.
  ▶ 방어적 포화의 목적을 위해, 능선이 없는 position에서 블록의 

사격 범위는 확장된 전방 Area를 포함한다. (지형과 아군 블록들로 인한 
사격범위 한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확장된 전방 Area를 가로지르는 
공격에 대해 능선이 없는 Position의 방어 사격은 Strength를 
절반으로 한다. (Step 5 확인)

  ▶ 당신은 같은 Turn의 다른 공격에 대해, 같은 position에서 토큰
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

3. (공격하는 플레이어) 포병 지원: 당신은 지원 공격을 위한 position에 플
레이할 포병 토큰들을 트레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Position에 놓기 위
한 조건으로는: (1)Position은 적 점령지가 아니다. (2)하나의 편제적 
일치가 있고, 포병은 그 Position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격 목표물을 
갖는다.

포격 목표는 적 방어 포병이 있는 어느 position 또는 적 점령지 방어 
position이 될 수 있다. 포병 토큰이 특정 목표에 대해 포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포병의 사격 범위에 목표가 있어야만 하거나, 또는 
그 목표의 사격범위에 공격하는 포병이 있어야만 한다. (한 position에 
있는 블록과 포병의 사격범위는 같다.) 포병 position은 목표 position에 
가까운 면에 방해되지 않고, 그 목표는 공격하는 포병 position의 가까운 
면에 방해되지 않는다.(포병 포격의 방해에 대해서). (아래에 상황 예시.)

(북군은 좌측 남군을 공격할 수 있다)

한 position에 있는 포병 토큰은 편제가 일치하는 블록들 중 한 개 이상이 
공격하는 블록이어야 한다. 공격 Position을 점령하고 있지 않는 다른 
일치블록들은 공격블록들이 될 필요가 없다.
 
공격은 적이 점령하고 있는 position들로 블록이동을 하는 만큼의 최소 
배틀 토큰을 사용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필요한 전투 토큰들의 수 보다 
적은 포병 토큰들로 플레이를 한다면, 당신의 트레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로 구성해야만 하고, 그들을(뒷면으로) Used Token Stack에 
놓아야 한다. 이 토큰들은 공격의 Strength에 추가되지 않지만, 어떤 공
격하는 블록들과 편제적으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행군/참호토
큰들이 될 수도 있다.

4. (양쪽 플레이어들) 포병 토큰들 공개

5. (공격하는 플레이어) 포병의 포격: 
당신의 포병 Position 각각에 대해: 최대 3의 strength까지 그 토큰들의 
strength를 모두 더하고, 하나의 포격 목표를 정한다. 1개 이상의 포병 
position들은 한 개의 목표물에 포격할 수 있다.

각 포격 목표물에 대해: 포격하는 포병 Position들의 Strength를 추가한다. 
포화의 매 3점마다(나머지는 버린다), 당신은 포격 명중을 가한다.

포격 명중은 그 Position에 있는 상대방의 포병토큰에 먼저 적용해야만 
한다. 당신은 그 토큰을 선택한다. 만일 그 Position에 있는 상대방
의 포병토큰들보다 당신이 더 많은 포격 명중을 가한다면, 그 Position
에 있는 상대방의 블록들에게 초과 명중을 적용한다. 블록들의 명중
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향은 이 절차의 Step 8에 있는 근접전투에 
있다.

포격 완료 후에 공격 지원에 사용했던 모든 토큰들은 당신의 Used Token Stack에 
놓는다. 포격에 명중당한 적 토큰은 당신 상대의 Used Token 
Stack(hit)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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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쪽 플레이어들) 방어 포화:
(공격하는 플레이어) 블록들의 공격 경로부분을 따라 공격 position으로부
터 공격하는 position까지 공격하는 블록들을 밀어라. 선두 블록을 앞
에 넣는다.

(방어하는 플레이어) 각각의 포병 Position에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대 3의 strength까지 그 position에 있는 그 토큰들의 strength를 

모두 더한다.
  2. 지원하기 위한 방어 Position을 선택하라. 포병은 그(방어하는) 

position으로 이동하는 공격 블록이 포병 사격범위의 area를 
가로지르는 한 개 이상의 공격 블록일 경우에만 방어 position을 
지원할 수 있다. 방어 Area을 점령하고 있는 포병은 자신의 
Position을 지원해야만 한다.

  3. 만일 그 포병의 Position 전방에 능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격 
목표 블록들이 그 Position의 확장된 전방 Area를 가로지르고 
있지만, 그것의 전방 Area가 아니면, Strength를 1/2로 축소한다. 
(나머지는 버림)

  4. 만일 그 포병의 Position이 전방에 하나의 능선을 갖는다면, 
그 능선에 대한 방어 포병 보너스를 추가하라. (능선 대포 기호마다 1점) 
보너스는 1 Step에서 계산된 strength의 두 배 이상이 될 수 
없다.

(방어하는 플레이어) 각각의 방어 Position: 방어 사격으로 지원하는 
당신의 포병 position의 strength들을 더해라. 방어 포화의 3점마다
(나머지는 버림), 당신은 1 축소를 가한다.

(공격하는 플레이어) 축소는 선두 블록에 먼저 적용한다. 만일 제거되면, 
그다음 가장 앞에, 그것 또한 제거되면, 그땐 가장 뒤에 있는 것.

  ▶ 만일 한 Position에서 공격하는 모든 블록들이 제거된다면, 초과한 
축소들은 무시된다.

(방어하는 플레이어) 방어 포화가 완료된 후에 Used Token Stack에 
방어 포병 토큰들 놓기.

(양쪽 플레이어들) 만일 살아남은 공격블록들이 없다면, 그 공격은 끝난다. 
Step 7, 8, 9를 연속으로 계속하지 마라.

7. (공격하는 플레이어) 마지막 진행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Position으로 향하는 경로로 나머지 공격블록을 
밀어라. 그 공격하는 블록들은 그들의 후방 area가 그들이 지나는 마지막 
지역이 되도록 전방을 향해야 한다.

8. (양쪽 플레이어) 근접 전투.
근접 전투는 공격과 방어블록 둘 다 함께 있는 Position에서만 발생한다. 
집단전투에서는 두 개의 Position에서 근접전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근접전투는 한 번에 하나의 Position을 해결한다. 공격자는 순서를 정한다. 
각각의 Position에 대해 근접전투는 다음처럼 해결한다.
  1. (방어하는 플레이어) 당신의 Position에 있는 블록들 중에 선두블록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공개한다. (공격 선두블록과 달리, 그것은 
Strength-2를 가질 필요가 없다.)

  2. (공격하는 플레이어) 선두블록을 공개하라. 만일 그것이 방어포화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가장 맨 앞에 것을 대체하지 마
라 - 더 이상 선두 공격 블록은 없다.

  3. (양쪽 플레이어들) 결과를 얻기 위해, 공격선두블록에서 방어선두
블록의 Strength를 빼라.

     ▶ 만일 선두 공격 블록이 포화에 의해 제거 됐다면 공격자 Strength로 
제로(0)를 사용한다.

     ▶ 만약 방어자가 후방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면, 방어자의 Strength를 
제로(0)를 사용한다. 또한 방어자의 전방은 뒤바뀐다. (방어자는 
계산된 결과의 목적에 대해 Strength는 여전히 제로(0)를 
가지만, 그러나 방어자 블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래의 
측면위협계산에 영향을 준다. 전방은 심지어 공격이 끝난 후에도 
뒤바뀐 채로 있다.)

  4. (양쪽 플레이어들)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수정해라 :
+1 만일 남군이 공격자라면(남군만 해당).
-1 만일 공격이 오고 있는 쪽의 Position 면에 급경사가 있다면.
-1 만일 그 Position의 양쪽에 장애물이 있다면.
-1 만일 그 Position에 방어 참호 토큰이 있고, 그 공격이 참호의 

전방에 대항한다면.
+1 그 Position의 방어하는 블록에 포격이 각각 명중하면.
+1 만약 이것이 집단공격에서 근접전투가 있는 두 번째 Position이고, 

공격자가 첫 번째 Position에서 근접전투를 이기면.
+1 만일 방어자의 왼쪽 측면을 가했다면.(아래확인)
+1 위와 같지만, 방어자 오른쪽 측면을 가했다면.
-1 위와 같지만, 방어자가 공격자의 왼쪽 측면을 가했다면.
-1 위와 같지만, 방어자가 공격자의 오른쪽 측면을 가했다면.
-2 만일 방어자가 철갑여단으로 선두 방어를 한다면 (19장 확인)

  5. (양쪽 플레이어) 그 Position의 승리자를 결정하라. 만일 결과가 
1 이상이면, 그 공격블록이 그 Position에서 승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자가 승리한다.

  6. (양쪽 플레이어) 다음과 같이 결과에 따라서 손실을 적용한다.
+2 이상 : 방어자만 한 번의 축소로 고통을 받는다.
-1 to +1 : 공격자와 방어자 둘 다 한 번의 축소로 고통 받는다.
-2 이하 : 공격자만 한 번 축소되어 고통 받는다. 
모든 감소는 선두블록에게 적용 한다.

     ▶ 만일 선두공격블록이 포화에 제거 된다면, 그때는 그다음 가장 앞에 
있는 공격블록이 축소된다.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그 공격에서 적어도 하나의 Position에서
의 근접전투를 승리한다면, 그 공격은 승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 자 가 승리 한 다. 만 약 공격 하 는 플레 이 어가  승 리 한다 면 , 
공격했던 Position의 근접전투에서 그들을(공격블록들을) 잃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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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공격한 Position에서 근접전투가 없었다 할지라도, 모든 공격블록들은 
공격을 승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공격자가 패한다면, 모든 공격블록들은 
마찬가지로 그 공격에서 패하는 것으로 여긴다.

9. (공격하는 플레이어) 철수

(공격하는 플레이어) 만일 당신이 공격에서 패했다면, 즉시 당신의 공
격블록들을 강제 철수 해야만 한다. (14장 확인) 만일 방어자가 그 
공격에서 패한다면, 그는 다음 Action Phase까지 철수할 필요는 없다.
  ▶ 주: 패한 방어하는 블록들은 그들이 패했고, 공격하는 블록들이 그

들의 position을 점령했더라도, 여전히 사격범위를 가진다. 그들의 
사격범위는 공격하는 플레이어의 차례 이후, 여전히 증원 참가와 
행군 이동에 영향을 준다.

- 공격이 끝난 뒤 해결 절차 -
 

모든 공격이 해결 된 이후

(공격하는 플레이어) “Used Token Stacks”안에 있는 토큰들을 모두 
소비한다. 당신이 소비로 사용한 토큰들 2개마다(나머지는 버린다), 
당신의 Battle Pool에서 토큰 하나를 안보이게 가져와 Tray에 놓아라.

(방어하는 플레이어) “Used Token Stack(Hit)”에 있는 포격에 명중 당
한 모든 토큰들을 소비한다. 소비한 사용토큰들 2개마다(나머지는 버린
다), 당신의 Battle Pool에서 토큰 하나를 안보이게 가져와 당신의 
Tray에 놓아라. 포격에 명중 당하지 않은 사용한 토큰들은 Tray로 돌
아간다.

14. 철수 이동
철수 이동은 이동의 한 종류이다. 철수를 위한 블록의 자격은 어떤 
일반 명령이 적용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발적 철수: 만일 당신이 철수일반명령 하에 있다면,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적용하여 당신의 블록 중 어떤 것을 철수할 수 있다.
  • 그것은 적군블록에 인접해 있다.
  • 그것의 Position이 적의 사격범위에 있다.

강제 철수: 일반명령에 상관없이 당신의 블록들 중 어떤 것은 다음을 적용하여 
철수를 해야만 한다.:
  • 그것은 공격하는 블록이고 방어가 승리했다. 철수는 공격 절차의 

Step 9에서 발생한다.
  • 당신의 Action Phase 시작에서, 만약 당신의 상대방이 가장최근 

Action Phase때 공격받고 승리한 적군블록이 있다면, 당신의 블록은 
철수해야만 한다.: (1) 당신의 블록과 같은 Position을 점령했다. 혹은 
(2) 당신의 블록에 인접한 Position에 있다. 혹은 (3) 그것의(적 블록) 
사격범위 Area들 중 하나가 당신의 블록 후방 Area을 가졌다.

철수이동

사수 또는 공격일반명령 하에 있는 철수이동은 2 이동 Step까지 할 수 있다. 
철수일반명령 하에 있는 철수이동은 4 이동 Step까지 할 수 있다.

철수하는 블록이 가로지르는 첫 번째 Area는 그것의 후방 Area야 한다.

철수하는 블록은 철수 전에 블록이 있었던, 같은 두 area 사이에 있는 
한 position으로 진입할 수 없다.(12페이지 왼쪽 상단 그림 X표 참조)

만일 철수중인 블록이 적 블록에 인접한 Position으로 진입한다면, 
이동은 거기에서 끝나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같은 Position에 있지 
않거나, 철수 전 같은 적 블록에 인접해있지 않는 경우 그것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철수 중인 블록은 적 블록이 점령한 Position으로 진입할 수 없다.

철수 이동으로 position이 바뀌는 각 한 블록은 가능하다면, 이전 
position보다 적 블록들로부터 더 크게(멀리) 분리되는 position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만일 더 크게 분리 가능한 이동이 없다면, 같은 분리에 
있는 Position로 이동을 해야한다. 더 낮은 분리가되는 Position으로 
이동하면 않된다.

분리(적 Position에서 멀어지는 상황): 적 블록과 같은 position에 
있는 블록은 0의 분리지점이다. 적이 점령한 position에 인접한 
position은 1의 분리지점이다. 적의 사격 범위에 있는 블록은 2의 
분리지점이다. 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 블록은 3의 분리지점이다. 
블록의 분리은 항상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한다.

그것의 시작 Position에서 강제철수를 끝내는 블록은 제거될 때까지 축
소한다(맵에 없는 편제일치 교체 블록을 다 소모해야한다.). (이것은 합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철수이동이 없는 블록의 결과다.)

하나 이상의 적 블록들에 인접하여 철수를 끝낸 한 블록은 철수 전 적 
블록과 같은 Postion이거나 인접하지 않는 한 1 Step Reduced해야 
하고, 철수 동안 최소 2 이동 Step으로 철수한다. 만약 그와 같은 
position에 여러 블록이 이 방법으로 reduced되는 상황이라면, 후퇴하는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단지 하나만 reduced된다. 이런 방법으로 
reduced되도록 하는 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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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블록을 두 번 이동하기
일반적으로, 블록은 Action Phase마다 한 번씩만 이동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번 장에서는 2개의 다른 종류의 이동을 사용하여 한 Phase에서 두 번 
이동할 수 있는 블록이 있는 경우들을 알려준다. 각각의 이동은 일반 규
칙들과 제한된 이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Multi-Hour Turn에서, 블록은 증원참가이동(비포장길 또는 도로길 이
용) 후에 행군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한계들은 총 Turn 
Duration에 기반을 두지 않고, 참가 Turn 후에 남은 시간에 기반을 
둔다. (예문 ― 만일 1st 플레이어의 블록이 3 시간의 Turn의 첫 번째 시
간에 진입한다면, 그때 블록의 행군거리한계는 Turn의 2 시간의 길이와 
같다: 2 Step, 또는 더 긴 행군이동을 위한 필요조건을 만날 수 있다
면, 3 Step.)
  ▶ Turn의 마지막 시간에 진입한 증원블록은 그 Turn에서 행군이동

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Multi-Hour Turn에서, 블록은 철수 후에 행군이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거리한계는 그 Turn의 Duration에서 1 시
간 더 짧은 것과 같다.

행군/참호토큰 플레이는 행군이동하고 있는 3개의 블록에게 +1거리 
보너스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증원 또는 철수 이동을 했던 블록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두 번 이동을 하지 않고 한 블록이 1-Step 
행군이동을 할 수 있다.

공격이동을 하고 손실을 가진 한 블록은 공격절차의 Step 9에서 철수이동을 
확인하다.

16. 목표 단계
목표 마커들은 Area를 차지하고 있고, 빨간색(남군 통제) 또는 파란색
(북군 통제)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각 턴의 목표단계 동안, 북군 플레이어
는 도착한 증원들의 상대적 비율에 의존하여 그 목표를 이동할 수도 있
다. 목표단계에서는 오직 북군 플레이어만 활성화한다. 남군플레이어
는 아무것도 못한다.

목표단계에서, 양쪽 부대를 위한 Turn의 Arrival 토큰들을 Time Track에서 
가져와, 각자의 증원부대들을 Rainforcements Received(맵 확인)에 쌓아 
놓는다. 이 토큰들은 이전 Turn의 토큰들 위에 쌓는다. 이것은 한 번에 
한 시간 동안 끝낸다. 각각의 시간에 대해 그 시간 동안 토큰들이 이동한 
후에, 만일 Rainforcements Received에 남군토큰이 더 많이 쌓여 있고, 
Rainforcements Received에 쌓여 있는 북군 토큰 합계가 4개 이하라면, 
북군 플레이어는 목표를 이동할 수 있다. 
(주 : 북군은 늦어도 7월 2일 새벽 5시에 네 번째 Arrival 토큰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월 1일 야간 이후에 가능한 목표이동은 없다.- 북군 
의 Received Stacks에 4개 보다 많아 지므로)

모든 시간을 계산한 후 북군 플레이어는 이동할 수 있는 횟수 만큼 목
표를 이동한다.

목표물은 Area에서 인접한 Area로 이동한다. Area들이 만약 하나의 
Position(또는 둘)에서 만난다면 인접하게 된다. 오직 Endpoint에서만 
만난 Area들은 인접이 아니다. 두 개의 Position에서 만난 Area들 사
이의 이동은 어느 한 Position을 지날 수 있다. Area들 사이의 거리 
계산을 위해, 같은 Area안에 있는 목표물들은 제로(0) 거리에 있는 것
이다; 인접은 하나의 거리에 있는 Area이고 등등...

북군플레이어는 어떤 목표물을 이동하기 위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선
택한다. 그가 목표물을 통제해야 만이 한 목표물을 이동할 수 있다 – 
북군 플레이어는 남군통제 목표물을 이동할 수 없다. 각각의 이동을 위해, 
한 목표물은 Area에서 인접한 Area안으로 하나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목표물은 Turn마다 한 번씩만 이동할 수 있다. 만일 그가 통제하고 있는 
목표물보다 더 많은 목표이동이 가능하다면, 남은 이동 횟수는 버린다. 
그는 가능한 이동보다 더 적게 이동할 수 있다.

한 목표 마커는 부분 Area 안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한 차례에 모든 
이동을 완전히 끝낸 후, 다른 목표물과 2 이하의 거리에 있을 수는 없다.

17. 야간
Night(야간): 각각의 날 마지막 Turn은 1시간 야간 Turn이다. 야간 
Turn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갖는다.

일반 명령들 : 부대는 야간에 공격일반명령 하에 있을 수 없다. 
철수일반명령에 대해 되돌려놓는 토큰(트레이에 절반)은 그 철수 
일반 명령이 선언됐을 때 수행하지 않고, 철수이동 Action Phase의 
시작에 수행한다.

참호 구축: 당신의 Action Phase 끝에, 만약 당신의 트레이에 행군/참호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맵에 참호를 배치할 수 있다. 참호들은 
당신이 가진 블록이 어디에 있던 그 Position에 놓을 수 있다. 당신은 
Tray에 가진 만큼 참호들을 놓을 수 있다. 같은 Position에 같은 전방
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참호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이익은 없다. 
일단 맵에 있으면, 참호는 고정되고, 어느 쪽 부대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Time Track 재설정: 당신의 Action Phase 끝에 다음과 같이 다음날을 
위한 Time토큰들을 Time Track에 보충한다.
  • 7월 1일 (양측): 7월 2일을 위해 Arrival토큰들 중 1개를 가지고,  

Rumor 토큰 5개와 함께 뒷면으로 하여 섞는다. 먼저 Time Track위에 
있는 6개의 빈 칸들 위에 오전 7시를 시작으로 칸마다 하나씩, 뒷면
으로(엿보기 없기) 토큰 6개를 놓는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Arrival
토큰 1개를 가지고, 8개의 Rumor 토큰들과 함께 뒷면으로 하여 
섞는다. 이 뒷면인(엿보기 없기) 토큰들을 Time Track 위의 다음의 
9개의 빈 슬롯에 오후 1시를 시작으로 칸마다 하나씩 놓아라.

  • 7월 2일 (북군만): 7월 3일을 위해 Arrival 토큰 1개를 가지고, 
Rumor 토큰 16개와 함께 뒷면으로 하여 섞는다. 그것들을 Time 
Track 17개의 빈 슬롯에 오전 5시를 시작으로 칸마다 하나씩 뒷면
(엿보기 없기)으로 하여 놓는다.



17-21장 • 야간, 기병대, 철갑 여단, 게임의 승리, 완벽한 장애물 positions                     The Guns of Gettysburg 13
Battle Pool 재설정: Action Phase 끝에 Return Stack에 있는 토큰들을 
가지고, Battle Pool에 뒷면으로 하여 되돌려 놓는다. 완전히 잘 섞는다.

7월 1일의 야간 특수 규칙: (북군 플레이어) Action Phase 끝에, 당신
은 플레이중인 블록들 중에 2개의 Full-Strength를 어느 것이든 제거해
야만 한다. (맵에 있는 것들 중 아무거나 그곳에서 빼내거나 또는 참가 
가능성 있는 증원들) 또는 당신의 다음에 증원하게 될 증원블록 3개를 
제거해야한다. (역사적으로, BUFORD의 기병은 부대의 왼쪽 측면의 멀
리 떨어진 곳을 막기 위해 떠났다.- 게임에서 Buford가 살아 있다면 
이것을 제거 하는 것이 유리한 게임을 이끌 수 있다. 1-Strength 이지
만 제거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제거한 블록들의 스티커 면을 
보여주어라.

18. 기병

게임에는 두 개의 기병 지휘관명들이 있다: BUFORD와 KILPATRICK. 둘 다 
북군이다. 각각은 1-Strength 블록 두 개를 가진다.

행군 또는 철수 이동하는 기병은 도보(보병처럼) 또는 기마 둘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기마 이동을 할 때 기병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장애물 
Area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1 Step 추가로 이동할 수 있다. 
(철수/행군에 대해 3, 그리고 자격 행군에 대해 1st 플레이어면 +1/2nd 
플레이어면 +2 대신에 시간당 1st는 +2 또는 2nd는 +3).

기병은 적의 사격범위에 있거나, 적 점령 Position에 인접한 Position
에 진입하기 위해 행군 또는 증원 참가 이동을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철수일반명령 하에 있지 않더라도 기병블록들은 자발적 철수이동
으로 기마 이동을 할 수 있다. 철수일반명령 하에 기병철수는 기마로 
할 수도 있고, 도보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기마 이동을 할 때마다 기병 블록임을 공개해야만 한다.

19. 철갑여단

근접전투 계산에서, 철갑여단이 방어 선두에 있다면, 그 결과에 –2를 보정
하여 적용한다. Reduced 블록이 되는 철갑여단은 Reynold's 군단의 다른 
블록으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Full-Strength 
철갑여단이 축소될 때, 그것은 항상 reduced-2 블록으로 축소된다. 

20. 게임승리
당신이 행군이동과 증원참가이동 또는 승리한 공격이동을 포함하여 Area를 
지나는 이동으로 적군-통제목표를 통제하게 된다. 통제전환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것 중 하나로 마커를 교체한다. (남군플레이어는 빨간색 
목표 마커로, 파란색 목표 마커를 교체한다. 반대도 만찬가지다.)
  ▶ 목표통제는 또한 목표물이 이동 중인 곳에서 올 수 있다. 어떤 

목표가 이동한 끝에 블록을 포함하는 Position을 가로지르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그 곳을 마지막으로 통과할 때 그 블록을 
소유한 플레이어의 통제하가 되는 것이다.

목표물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북군 플레이어는 그것을 통제해야만 
하고(그것은 그의 색깔이어야만 한다), 목표물은 적군사격범위 Area에 
있으면 안되고, 목표물은 그곳에 통신망(communications path)을 가져
야만 한다. 통신망은 목표 Area에서 시작하는 Area와 어떤 아군 증원
참가 Area에서 끝나는 경로이다. 경로는 Area에서 인접한 Area로 간다. 
두 개의 Position이 만나는 한 Area 사이에 있는 경로는 어느 한쪽 
Position을 지날 수 있다(12페이지 철수 삽화 그림의 맵을 참조하여 보라). 
경로 Area들은 증원 참가 Area를 포함하고, 적 사격범위 Area들이 
될 수 없고, 경로는 적 점령 Position을 가로지를 수 없다.

①7월 2일 또는 3일에 북군 Action Phase 끝에, 만일 북군플레이어가 3
개의 목표물 모두를 완벽하게 통제 못하고(기본적으로 북군이 3개의 목
표를 통제하고 있다), 그가 다음 Turn을 위해 공격일반명령들을 선언
하지 못한다면, 그때 게임은 끝나고, 남군이 승리한다. ②북군은 만일 
전투 Tray가 비었거나, 다음 Turn이 야간이면 공격일반명령들을 선언할 수 
없고, 또한 북군 플레이어가 완벽한 통제를 못한다면 게임은 끝날 것이다.

만일 남군플레이어가 7월 3일 야간 Turn의 끝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게임은 끝나고 북군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21. 완벽한 장애물 Position(고급 규칙)
  주 : 이 규칙들은 장애물 지형의 역사적 모델을 개선하지만 복잡한 
규칙들이 더 많아진다.

만약 한 Position의 양쪽(전방과 후방)에 장애물이 있다면 완벽한 장애물로 
간주한다.
  ▶ 팁: 확인하기 더 쉽도록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을 만들기 위해서 

한 면에 있는 장애물 이중선보다 완벽한 장애물 이중선이 더 길다
(맵의 장애물 지형 확인).

행군 이동을 하는 블록은 이동 블록 또는 적 블록의 위치가 완벽한 
장애물일 경우, 적의 점령 위치 근처에 진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 블록은 또한 공유하는 Endpoint 주변을 강제로 
회전하는 것(12. 행군이동 참조) 없이 Position의 밖으로 행군 할 수 
있다.

행군이동을 하고 있는 블록이 완벽한 장애물이 있는 Position을 점령하
고 있다면, 그 Position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Position으로 행군
하는 블록은 이동을 끝내야만 한다. 만약 그 Position에서 Action 
Phase를 시작했을 지라도 그 블록은 그 Position 밖으로 행군할 수 
없다. 철수일반명령 하에 있는 블록은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에서 자
발적 철수를 할 수 있다.
  ▶ 적 블록이 있는 한 Position에 당신의 블록이 그 블록의 앞과 뒷

면에 있다면, 행군이동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샌드위치”상황
이기 때문이다.

적이 점령한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으로 이동하기 위한 한 블록은 적
군 쪽으로 그 블록의 전방을 가져야만 한다. 적 점령 Position에 있는 
한 블록은 그것의 전방을 바꾸지 못한다.

적이 점령한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에 있는 한 블록은 실제 이동 없이 
적에 대해 제자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하지만 공격하는 블록은 적군 
쪽으로 그것의 전방을 가져야 한다.)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에서는 집단공격으로 공격할 수 없다.

장애물 지형에 대한 근접전투 페널티 –1은 이 장의 규칙을 사용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

완벽한 장애물 Position에 있는 근접전투결과 +2에 대해 방어자와 공
격자 둘 다 1 축소를 가진다.; 공격자는 방어자만 축소시키기 위해 +3 이
상의 결과라야 한다.

한 블록은 자신의 Position이나 승리한 적 블록의 Position에 완벽한 
장애물이 있다면, 공격 손실(공격자이건 방어자이건) 후에 강제철수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블록이 승리한 적 블록과 같은 position에 
있어도 강제철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철수 일반 명령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선택한 경우 강제철수를 할 수 없어도 그 블록은 자발적으로 
철수 할 수 있다.

적 전방과 같은 Position에 이미 아군 블록이 있는 적의 후방 공격은 
양면으로 공격하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이런 경우에, 적 전방을 
뒤집고, 샌드위치 된 적 블록을 유지한다.: 적 후방에 있었던 블록이 
현재 적의 전방이 되고, 적 전방에 있었던 블록들이 현재 후방이 된다. 
만약 공격 끝에 방어자가 패한다면, 방어중인 블록들은 제거된다(교체는 
없다).; 만약 공격자가 패한다면, 공격하는 블록들은 철수해야만 하고, 
방어자 본래의 전방으로 복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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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장된 포격(고급 규칙)

   주: 역사적으로, 7월 3일에, 남군은 피켓트 챠지 (Pickett's Charge)로 
알려 졌던 북군의 위치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실시했다. 다음 규칙은 
그러한 포격을 재현해 본다.

공격자는 Step 3의 공격에서 당신의 포병토큰들을 플레이할 때, 공격에 
대한 확장된 포격을 선언할 수 있다.(Turn마다 한 번만) 만약 선언한다면, 
공격해결절차의 Step 6에서 9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대신에 포병포격, 
Step 5 완료 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공격에 사용한 명중되지 않은 방어 포병 토큰을 

그의 Used Token Stack(Not Hit)에 뒷면으로 하여 넣어라.
  •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공격에 사용한 만큼의 전투 토큰을 즉시 

Battle Pool(엿보기 없기)에서 안 보고 가져와야만 한다(부족한 
포병지원 때문에 사용했던 토큰을 추가로 포함해도 된다). 가져온 
토큰들을 공격하는 블록들에 뒷면으로 쌓아 넣는다.; 이것은 확장된 
포격 토큰들이다.

정규 공격을 실행한 후(그리고 Used Token Stacks에서 진행 중인 토
큰들), 이번 Turn에 대한 확장된 포격공격 선언으로 다시 참가한다. 
공격은 같은 Position을 공격하기 위해 같은 블록들로 재 선언한다. 
이 공격으로 일반적인 차후의 Step으로 해결된다.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 :
  • 공격하는 토큰들(포병지원과 추가토큰들)은 쌓아 놓은 확장된 포격 

토큰들이다. 공격하는 플레이어의 Tray에서가 아니다. 공격하는 플
레이어는 이 토큰들을 지금 볼 수 있다. 포병지원을 위해 편제 일
치 규칙들을 적용한다.

  • 모든 확장된 포격 토큰들(비록 사용되지 않았더라도)은 공격이후에 
소비된다(게임에서 제거). 가져온 토큰들은 Used Token Stack에 
가지 않고 제거된다.

  • 최초의 공격으로부터의 블록에 대한 포격 명중은 확장된 포격 공격 
후 근접 전투에 적용한다.

  • 방어하는 토큰은 일반적인 공격 규칙에 따라 그 공격 후의 절차대로 
사용하고 플레이한다.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공격에 사용 된 Tray
에서 토큰을 플레이 할 수 있으며 같은 턴에 Tray로 돌아온다.

23. 역사적 증원(선택)
무작위 Double-blind 증원 계획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플레이어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역사적 증원 계획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고정 일정을 사용하여 증원 도착을 결정한다.

날짜 도착시간 지휘관 참가지점

7월 1일

오전 7시 HETH Chambersburg
오전 10시 REYNOLDS Emmitsburg

PENDER Chambersburg
오후 1시 HOWARD Emmitsburg

RODES Mummasburg
오후 2시 EARLY Harrisburg
오후 4시 ANDERSON Chambersburg
오후 6시 SLOCUM Baltimore

JOHNSON Chambersburg
오후 7시 SICKLES Emmitsburg

7월 2일

오전 5시 HANCOCK Taneytown
오전 6시 MCLAWS Chambersburg
오전 8시 SYKES Baltimore

HOOD Chambersburg
오후 3시 SEDGWICK Baltimore
오후 6시 PICKETT Chambersburg

7월 3일 오후 1시 KILPATRICK Taneytown

BUFORD는 역사적으로 Chambersburg Pike를 따라서 남군의 진군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역사적인 배치를 위해 Buford의 기병 중 하나를 Chambersburg Pike를 
가로지르는 Herr Ridge(오른쪽)에 배치하고, 다른 하나를 Chambersburg Pike 
북쪽의 McPherson Ridge에 배치한다.

목표단계에서 증원 Arrival track을 계속 유지하고, 표준규칙에 따라 
목표를 이동하라.

24. 게임의 균형(선택)

게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경매를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한다. 첫 번째 입찰자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플레이어들은 한 플레이어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통과를 
외칠 때까지 차례로 입찰하고 입찰 번호 (0, 1, 2, 3 등)를 가진다. 
경매가 끝나면 우승자는 그가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진영을 선택한다. 
패배자는 승자의 최종 입찰가와 같은 목표 이동수를 가지고 게임 전에 
이동한다. 패배자는 3 가지 목표 중 가능한 한 균등하게 이동을 
분배해야한다 (즉, 4의 이동은 1-1-2로 분산해야 한다). 각각의 이동은 
한 목표를 하나의 거리만큼 이동시킨다. 목표 이동을 완료 한 후에는 
다른 목표로부터 2를 초과하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Area Step으로 
계산).

25. 팀플레이(선택)
게임은 팀 당 두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팀으로 수행 할 수 있다. 
팀원의 한 명은 지휘관이고 다른 한 명은 부하이다. 팀은 상호 합의 
하에 정렬한다. (단일 플레이어가 유리할지라도 팀은 한 명의 
플레이어와 플레이할 수 있다.

지휘관은 팀을 위해 모든 전투토큰 플레이를 한다.: 가져오기와 버
리는 토큰들, 공격과 방어 토큰 플레이, 포병 목표물 선택, 그리고 행
군/참호 플레이. 또한 Turn Duration, 일반명령들 선언, 목표이동, (만일 
선택적 규칙을 사용한다면 )확장된 포격선언과 팀을 위한 입찰들을 설
정한다.

부하는 팀을 위해 모든 블록을 플레이한다.: Buford 설정, 철수, 공격선언, 
선두블록, 축소, 증원참가이동, 행진이동.

대화는 제한한다. 부하는 지휘관과 절대 대화 할 수 없다. 지휘관이 부
하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들을 써놓은 특별한 명령들에 의해
서만 허락 한다.

지휘관은 팀의 Action Phase Step에서 토큰을 가져온 후에 즉시 특별한 
명령들을 쓰지만, 명령을 쓰기 전, Turn을 위해 부대의 Time토큰들 
엿보기가 허락 된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을 하달한다. 상대팀은 읽
어서는 안 된다. 명령서 제한은 Turn Duration의 시간당 5단어들과  
30초다(즉- 3-시간 Turn에 15단어들과 90초). 게임 설정 전에 지휘관
은 또한 5 단어의 특별한 명령을 쓰기 위해 30초를 갖는다. 특별한 명령
들은 원하는 대로 정확하거나 애매하게 할 수 있다.(“Mummasburg로 
Pickett 이동하기.”그리고 “공격!” 둘 다 유효하다.) 명령들은 글자만
(그림설명 없이)으로 써야하며, 어떤 종류의 코드나 손짓은 사용은 할 수 
없다(Position 또는 유닛들을 위해 수자 식별과 같은). 부족해진 단어들
과 나쁜 문법이 좋아질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비록 지휘관을 화나게 하
고 문제가 있는 팀을 만들게 될지라도 복종을 요구해선 안 된다.

부하는 팀 Tray에 있는 토큰들을 볼 수 없고, 오직 Arrival Turn에 
증원토큰만 볼 수 있다. 지휘관은 Tray나 나중에 도착할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해 특별한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

Game Parts Inventory
• 22" x 34" hard-mounted game board
• 103 wooden blocks (red and blue; ¼" x ¼" x 1½" each)
• die-cut sticker sheet for blocks (2 copies)
• die-cut sheet of cardboard tokens
• clear plastic objective disks (6)
• plastic storage bags for tokens (12)
• full-color rules book (2 copies)

•

Contact information
sales: sales@simmonsgames.com

support: support@simmonsgames.com
website: http://www.simmonsgames.com/
번역/오원소: http://fivelement.tistory.com



The Guns of Gettysburg 제작 노트

The Guns of Gettysburg(게티스버그의 포화)의 제작은 내가 수필을 
쓰고 있을 때 시작됐다. 주제는 워게임에 있는 지형모델이며, 플레이를 
제어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다.(hexes, areas, etc.)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새로운 지도의 기초지역 제작을 위해 hex-grid에 기초를 
둔 게임을 생각하고, 시야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오래된 생각들을 실현했다.

이제 나는 이것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것에 비해 시작이 지루함을 
인정 한다. 시야 규칙은 워 게임 제작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탄약소비기록으로 우승을 가리게 된다.(게임은 탄약소비기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던가? 이제 잊어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map 제작은 어쨌든, 게임 제작의 실제 근본적인 양상이며, 어쩌면 워
게임 제작의 약 90%가 지도 위에 hex-grid를 제공하고 추적한다는 사
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보드는 경선·위선이 필요 없고, 한번만 경선·
위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당신이 몇 가지 재미있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즉시 발견할 것이다.

나폴레옹 게임 시리즈에서(Bonaparte at Marengo and Napoleon's 
Triumph) 이동이 쉽지 않게 관련 지역 크기에 따른 지역 기초 시스템
을 사용했다. 블록들은 전투를 위해 지역들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되거
나, 그 지역의 중심에 남겨 둘 수 있었다. 이 기초적인 접근은, 두 개의 
게임에서 약간 다르게 다루어졌고, 게임의 인기와 게임의 개성 있는 인
물들을 멋지게 분배하는데 기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정말로 예상했던 생각과 시야를 다루는 좋은 방법
이 아니였음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것은 그 시대 무기의 사거리와 게임 
규모에 괜찮았지만, 모든 시대와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은 시민전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고 있는 전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발생 한다: 반대편 군대들 사
이에 있는 넓은 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에 점령하기에 너무 치명적이다. 
확실히 그것은 세계1차 대전 참호 수준으로 볼 수 없지만, 시민전쟁 초
기 형태로 볼 수 있다. 내가 나폴레옹 게임에서 사용했던 지도와 플레
이구조는 실제로 효과를 흉내 낼 수 없었다.: 만약 게티스버그에 그 시
스템을 적용했다면, Pickett's charge는 1000을 넘기지 않고 연합위치
로부터 약 100야드 거리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사실 그 문제는 내가 게티스버그에서 해결하길 원했다. 역사적 명성과 
장소 때문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 그 전투에 많은 흥미를 느
꼈기 때문이다.(어쨌든 첫째 날 : 계속되는 게임 둘째 날, 느린 속도로 
진행됐던 지루한 셋째 날은 진정한 제작 도전이었다.) 나를 위한 새로
운 지도 제작 의도는  게티스버그에서 과제로 펼쳐졌다. 이 방법으로 
나는 제작의도에 맞게 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 지도 제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멋지게 분배하
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게임을 제작하는 것과 생각 사
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또는 게임 sub-system일지라도). 게임 플
레이 관점에서는 합리적 간단함과 역사적 관점에서는 믿음이 갈수 있도
록 방법을 모색하고, 이것을 위해 이동하고 싸우는 유닛에 대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도 제작 전에 말 
그대로 여러 달이 걸렸다.

또 다른 주요문제는 긴 역사적 전투기간으로 인한 플레이타임이었다. 
차례의 길이가 가변적인 것은 플레이타임문제 해결책이라 생각하게 했
다; 고민 끝에 Turn을 줄이고(원칙적으로 하나) 게임이 짧아지면서 같
은 시간에 더 강렬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제작
해결책은 다만, 전투의 길이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고, 게임은 여전히 
내가 바라던 것보다 플레이타임이 더 오래 걸렸다; 어쨌든 완벽한 제작
은 없다.
 
플레이타임을 조종하는 동안 목적은 하나였고, 다른 목적 역시,  7월 2
일 Longstreet's 부대에 의해 이루어진 이동 같은, 대규모의 작전과 전
략적 기습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서 긴 Turn들은 긴 이동들을 가능
하게 하고, Turn은 효과적인 작전과 기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이였
다. 이론적으로 쉬운 해결책이었지만, 둘 다 이해하기 쉽고 기본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 Test play를 하면서 생각들이 복
잡해졌다.

전투의 메카니즘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나폴레옹 게임의 차별화된 방
법을 기본적으로 상대 유닛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기초했고, 엘리트와 
불확실하게 제공되는 라인 유닛들 사이에 차별을 주었다. 시민전쟁유닛
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고, 나폴레옹 장면에 있는 엘리트들은(직접 선

발 되어 구성된 거대 진형)쉽게 표현되지 않았다. 나폴레옹게임에서 사
용했던 방법으로 시민전쟁 유닛들의 다양한 수준을 표현한 초기 시도는 
나폴레옹이 더 나은 시스템으로 결론이 났고(놀랄 일은 아니다), 시민전
쟁은 차이가 있었다. 

현재 시스템은, 두 개의 군사력을 가진 모든 보병이 시작하는 곳에서 
질적 방어비용을 다르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제작으로 보였다. 다양한 초기군사력을 가진 full-brown엘리트 유닛들
의 능력 대신 모든 유닛들이 똑같지 않은 능력을 갖게 했다. 문제점은 
있지만, 그 수준에서는 정말로 전투의 불확실함을 모두 감소시켰다. 나
는 reductions된 블록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조금은 회복했지만, 그
것은 여전히 너무 예측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것은 포병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에 있다. 그 시스템은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기 위해 제작했다: 그 시대에 실제로 포병을 활용했을 것
으로 여겨지는 방법과 융통성을 반영하고(항상 일반적인 대형으로 있지 
않은 포병), 소비된 탄약을 나타내기 위해 (토큰들은 탄약뿐만 아니라 
총도 나타낸다), 명령과 운영(당신의 명령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완
전한 포병 활용을 할 수 있다.)하도록 했다. 마찰 (당신이 원하는 딱 맞
는 종류의 포병토큰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의 안개 (당
신은 전방에 있는 적군블록들의 군사력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의 전투트레이에 있는 포병은 비밀이다)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포병시스템은 게임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발생 시킨다. 또한 플레이어 
운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과 운영 제한은 내가 이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플레이어 경험을 원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 무작위로, 
double-blind 증원병 계획은 이 효과에 크게 기여한 이동목표와 함께 
결합하였다.

특별히 게티스버그 같은 많은 게임들의 주제가 있는 전투를 위해 가변
적인 증원병계획을 위한 추가 혜택과 이동 목표는 재연할 가치가 있었
다. 이것은 모든 게임에 중요하다. 그 전에 사라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티스버그 게임은 항상 첫 번째 플레이에서조차 페널
티를 주는 플레이어들의 데자뷰 문제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고사하
고, 다섯 번째, 열 번째 플레이서도 가지게 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
스템은 정말로 뻔 한 자리에서 뻔 한 행동을 하는 능력을 피하도록 도
와주고, 부족한 주제에 더 많이 초기 접근한 모험 능력을 각각 플레이 
해보게 된다.

가변적인 증원병 계획들과 이동가능한 목표물, 둘 다 약간의 손실을 가
져온다. 특별한 주제로 게임을 할 때, 주제를 되살리는 것이 정말 필요
하다. 내가 아우스터리츠에서 게임을 했을 때, 만약 아우스터리츠를 점
령하지 못했고, 연합군 공격과 프랑스 매복으로 게임을 하지 못했다면, 
단지 같은 지역에서 다른 전투를 했었다고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게티스버그의 경우, 사실 하나의 사건이 전투의 역사적 상황 핵
심이라 생각 한다 . Lee와 Meade는 둘 다 그곳에서 싸우는 것을 원하
지 않았고, 그곳에서 싸울 계획도 없었으며, 둘 다 전투가 진행 중일 
때 도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 중의 하나로 상관
들, 군대들, 국가들을 지키고 있던 반드시 필요한 어떤 능력도 전혀 없
는, 부하들에 의해 시작된 전투였다. 끝으로, 내가 원했던 것은 엄청나
게 불확실한 분위기였지만, 그 또한 끝나지 않은 드라마였다. 결국 언
제나 균형을 맞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항상 
흥미로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 먼 훗날, 나는 그것이 대단한 주제의 가
치가 있는 게임경험이 되길 바란다 -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게임에 불
과할지라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오, 그런데, 나는 지형모델에 대한 사색을 절대 끝내지 못했다. 비록 내
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생산적인 주제를 주었다. 아마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것을 계획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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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 부 대
보병:

7 지휘관
3 지휘관 당 Full-Strength 블록
Reduced-2 블록은 다음과 같다:

SEDGWICK: 2
REYNOLDS: 1 (Iron Brigade)
HANCOCK: 1
SLOCUM: 1
all others: 0

기병대:
2 지휘관
2 지휘관 당 Full-Strength 블록
Reduced-2 블록은 다음과 같다:

포병:
지휘관 당:

SEDGWICK: 4 strength-2 토큰
HOWard:

1 strenght-2 토큰
2 strength-1 토큰

다른 모듯 것 : 3 strength-2 토큰
예비: 6 strength-2 토큰
•ANY•: 6 strength-1 토큰

나머지:
6 행군/참호 토큰

남 군 부 대
보병:

3 군단
9 지휘관당 (군단당 3)
Reduced-2 블록은 다음과 같다:

HOOD (I): 3
MCLAWS (I): 3
RODES (II): 2
ANDERSON (III): 2
all others: 1

기병대:
없음

포병:
지휘관 당:

1 strength-2 토큰
1 strength-1 토큰

SEDGWICK: 4 strength-2 토큰
군단 당:

2 strength-2 토큰
1 strength-1 토큰

예비: 6 strength-2 토큰
•ANY•: 6 strength-1 토큰

나머지:
6 행군/참호 토큰

준 비
1. 보드 펼치기
2. 블록 가져오기
3. 토큰 가져오기
4. Time 토큰 설정: 7월 1일 증원 + 

10 rumors.
5. 참가 토큰 설정
6. 전투 토큰 설정: 트레이에 8개 토큰
7. 목표물 설정; 3 목표물
8. BUFORD 설정: 2 블록
9. 플레이 시작: 7월 1일 7:00

플 레 이 순 서
1. Turn Duration Phase
2. 선 플레이어 Action Phase
3. 후 플레이어 Action Phase
4. 목표물 Phase

Action Phase 절차
1. 전투 토큰 가져오기 (공격 일반 명령 하가 

아니라면)
2. 철수 이동
3. 공격 이동 (전부 선언하고 해결)
4. 증원 참가 이동
5. 행군 이동
6. 다음 Turn에 대해 일반 명령 선언

행 군 거 리
2 Step 기본; 자격이 되는 블록들에 대해 추가:

(1st 플레이어) 추가 시간당 +1
(2nd 플레이어) 추가 시간당 +2

공 격 해 결
1. 공격 선언
2. 방어 포병 지원
3. 공격 포병 지원
4. 토큰 공개
5. 포병 포격
6. 방어 포화
7. 마지막 진군
8. 근접 전투
9. 철수

포 병 전 투
포격 명중을 가하기 위해 3점
방어 사격 명중을 가하기 위해 3점

능선이 없는 확장 전방에 방어 사격에 대해 
1/2 Strength

방어 사격에 능선 당 +1 보너스(먼저 포격 
명중에 적용한다.; 사격 Strength 주정을 
위해 두 배까지) 

근 접 전 투 보 정
+1 남군 공격자
-1 급경사에서 공격
-1 양측에 있는 장애물로 공격*
-1 참호에 공격
+1 블록의 포격 명중 당
+1 만약 이전 공격에서 승리한 Position이라면
+1 방어에 가하는 측면 위협 (측면 당)
-1 공격에 가하는 측면 위협 (측면 당)
-2 만약 선두 방어자가 철갑 여단이면
* 완벽한 장애물 고급 규칙에서는 예외

근 접 전 투 손 실
+2 이상: 방어자만 Reduced*
-1에서 +1까지: 양측 Reduced
-2 이상: 공격자만 Reduced
* 완벽한 장애물 고급 규칙:

+2 양측 Reduced; +3 방어자만
분 리 철 수

0 = 같은 position
1 = 인접 position
2 = 사격범위 내
3 =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음

찾 아 보 기
아래의 형식으로 참조할 수 있다.

페이지.세로단, 페이지, 혹은 페이지-페이지
Action Phase 절차: 4.1
인접: 2.2, 6.2, 7.2 8, 9.1, 11-12, 13
도착 토큰: 3, 6-7, 12-13, 14.1
포병 포격: 9, 14.1, 14.2
포병 토큰: 3.2, 8-10, 14.1, 14.2
공격 선언: 8.2, 8-10, 14.1, 14.2
공격 일반 명령: 4, 5.1, 8.1, 13.1
공격 이동: 5-6, 8-11, 12.1, 13.2, 14.2
공격 해결: 8-11
전투 토큰: 3.1, 3.2, 4.2, 5.1, 8-10, 13.1, 14.2
전투 트레이: 4, 5.1, 9.1, 11.2, 13.1, 14.1 14.2
포격 명중: 9-10
BUFORD: 4.1, 8.1, 13.1 14.1
기병대: 2.1, 13.1
근접 전투: 2, 10-11
지휘관: 2.1, 3.2, 6-7, 8-9
군단 (남군): 2.1, 3.1, 3.2, 7.1, 8.1
Date Track: 3.1, 12.2
방어 포병 사격: 10
참가 지점, 대기열: 3.2, 6-7
맵에서 나가기와 재참가: 6
확장된 포격: 14.1, 14.2
사격범위: 5, 7, 8.1, 8.2, 9-10, 11.2, 13.2
참호: 3.2, 10.2, 12.2, 14.2
1st 플레이어: 4
측면위협: 10-11
완벽한 장애물: 8.1
일반 명령: 4, 5.1, 8.1, 13.1, 14.2
Gettysburg(town): 7.2
사수 일반 명령: 4
철갑여단: 10.2, 13.2
Kilpatrick: 3.2, 13.1
통신망: 13.2
행군 이동: 4, 5-6, 12.1, 13, 14.1, 14.2
행군/참호 토큰: 3.2, 7.2, 9.1, 10.2, 12.1, 12.2,
  14.2
이동: 4, 6-12, 13.1, 14.1, 14.2
여러 블록: 6.2
목표물 마커: 4.1, 12, 13.2, 13, 14.2
장애물: 2.2, 5.2, 8.1, 9.1, 10.2, 13
장애물(양쪽): 10.2, 13.2
축소: 2, 10-11, 12.1, 14.2
증원 참가 이동: 5-6, 7, 12.1, 14.2
증원 토큰: 3, 6.2, 14.1
능선: 2.2, 5.2, 9.1, 10.1
Rumor 토큰: 3, 6-7, 12-13
2nd 플레이어: 4
분할: 11.2
특수 시야: 2.2, 5.2
급경사: 2.2, 10.2
Strength (포병): 3.2, 9-10
Strength (블록): 2.1, 10-11
지형: 2.2, 5.2, 6, 7.2, 8.1, 9, 10-11
Time 토큰: 3, 6-7
Time Track: 3.2, 4-5, 6-7, 12-13
Turn Duration: 4-5, 7.2, 12.1, 14.2
Turn 순서: 4.1
Turn 시작/끝 마커: 4-5
used token stack: 9-10
자발적 철수: 11.2
게임의 승리: 13
철수 일반 명령: 4, 6, 11.2
철수 이동: 4, 5-6, 8.1, 11-12, 13, 14.2



The Guns of Gettysburg 개인적인 용어 해석

게티스버그 번역 글을 보기 전에 아래의 번역자가 정의한 용어들을 
미리 확인하고 번역 글과 원본 룰북을 참조한다면, 번역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All general orders – 모든 일반 명령들
Attack general orders – 공격일반명령들
Withdrawal general orders – 철수일반명령들
Hold general orders – 사수일반명령들
Advanced = 고급 규칙(규칙 타이틀로 사용될 때), 전진, 진군 혹은 

이동(규칙내의 행동 설명에 나올 때)
Area = 지역(다각형 안의 공간)
Artillery fire = 포화
Bombardment = 포격
Call = 정하다, 지정하다
Command = 지휘(이 게임에서는 지휘관 명), 부대, 명령
Communications path= 통신망(일반적인 보급로와 비슷한 개념)
Common = 공동의, 공통의(게임에서는 주로 이런 의미로 쓰인다), 

공유
Darw = 가져오기(카드나 토큰 등을 가져오는 행위)
Enter = 진입, 들어가다
Entry = 참가 
Fire = 사격, 발사, 발포(무기의 종류에 따라 이런 의미로 쓰인다)
Field of fire = 사격범위
Face-down = 뒷면(보통은 게임 정보가 없는 면을 말한다)
Face-Up = 앞면(보통은 게임 정보가 담긴 면을 말한다)
Fractions rounded down = 나머지는 버린다
Front area = 전방 지역
Full-Strength = 최대 전투력(번역 글에서는 원어 그대로 표기했음)
Group = 집단
Hold = 사수(유지) 혹은 보류
Leading block = 선두 블록
Line of sight = 시야
Multi-Hour = 여러-시간
Obstructed = 장애물로 번역(뜻은 차단인데, 번역 상 매끄러움을 

위해서)
Order = 순서 혹은 명령(문장에 따라 다름)
Organizational = 편제(같은 지휘관을 가지는 것)
Phase = 단계(한 플레이어의 차례에 순서대로 해야 할 순서 목록의
          단계)
Position = 위치(이 게임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선을 Position이라 

말함)
Queues = 대기 열
Rear area = 후방 지역
Reduction = 축소
Reset = 초기화, 재설정
Reserve = 예비
Stack = 적층(카운터를 쌓다)
Set up = 설정, 준비
Shuffle = 섞다(카드나 토큰 등을 섞는 행위)
Strength = 힘, 전투력
Turn = 차례(플레이어마다 행동을 가질 수 있다)

Field Works Consruction: 참호/보루 구축

참호:  땅을 파서 만드는 방어진지

보루:  축을 쌓아 만드는 방어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