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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oleon at Waterloo Rules
번역/수정: 오원소

1.0 시작방법

Napoleon at Waterloo는 1815년 6월의 Anglo-Allied와 
Prussian 세력 그리고 나폴레옹 하의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전투를 재현해본다. 게임에는 이 룰북이 
있고, 11x17 맵과 80개의 플레이 카운터가 있다. 
각 규칙의 굵은 글씨만 한 번 읽어 보면서 
규칙을 훑어보라. 규칙의 2.0과 같이 구성물
을 준비하고, 각 진영이 앉을 만한 테이블에
서 구성물들을 펼쳐라. 규칙 3.0의 소개에 따
라 게임을 준비하고, 규칙 4.0의 절차에 따라 
첫 게임을 해본다. 플레이하면서 필요한 자세
한 부분은 규칙을 참조한다. 가령 각 진영의 
플레이 절차를 적절하게 함에 따라 혼자 게
임을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2.0 구성물

2.1 게임 맵은 육각형의 그리드로 잘 맞게 채워것
으로 전투가 벌이진 지형을 표현한다. 
가로 17인치에 세로 11인치인 맵은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그리고 있다. 맵은 전장의 중요한 모든 
지형을 포함한다. Hex 그리드는 적합한 유닛
들의 위치와 이동을 위해 지형위에 놓인 것
이다. 각 Hex는 특별한 네 자리 숫자를 가진
다. 우리는 평평하게 놓기 위해 주름진 맵을 
잘 펼치기를 추천한다.

2.2 맵에 있는 주요 지형과 지형 효과 도표
는 다양한 지형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이동과 전투효과 특성을 요약해 놓았다.

2.3 맵에 있는 전투 결과 표는 전투 해결에 사용
한다(6.0 확인).

2.4 맵에 있는 Game-Turn Record Track은 게
임의 진행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3.0 확인).

2.5 카운터들 대부분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대 유
닛을 표현한다.
조심스럽게 카운터들 떼어 낸다. 가위로 모서리를 
잘라 내거나, 손톱깍기로 쉽게 모서리를 잘라낼 
수 있다. 색상별로 카운터를 분리한다. 아래에 빨
간 줄이 있는 회색 카운터는 Anglo-Allieds이다. 
아래에 어두운 회색 줄이 있는 회색 카운터는 
Prussian이다.

보병 유닛 샘플(프랑스)
준비 Hex

준비
명칭

전투력 이동력

앞 뒤

기병 샘플(영국)

앞 뒤

포병 유닛(프러시안)

앞 뒤

2.6 각 유닛은 전투 파워(2.8), 이동 속도(2.9), 그
리고 초기 위치(2.10), 유닛 식별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2.7).
유닛은 전투력과 이동력 부호 혹은 유닛 식별이름
으로 부르면 된다. 
예를 들어, the Anglo-Allied “1 Br/I”은 “7-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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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닛 식별은 플레에 아무 효과가 없으며, 역
사적 명칭을 표현한다.

2.8 유닛의 전투력는 전투에서의 파워다(6.0 그리
고 7.0 확인)

2.9 유닛의 이동력은 이동 능력을 표시한다(5.0 
확인)

2.10 각 카운터의 뒷면에는 게임에 진입하는 게임 
Turn이나 시작을 위한 Hex를 표시하는 4자리 숫
자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1/1 카운터는 1513 Hex에서 
시작하고, 게임 Turn 3에서 프러시안 13/IV가 도
착한다(9.0 확인). “Gt5v”가 있는 유닛들은 다양한 
규칙에서만 사용된다(10.0 확인)

3.0 준비

다음과 같이 게임을 준비한다.

Step 1. 플레이어들은 어느 진영을 플레이할지 
정한다. 편의상, 프랑스 플레이어는 남쪽에, 연합
군 플레이어는 맵의 북쪽에 않게 될 것이다.

Step 2. 맵의 Turn record track의 박스 “1”안
에 게임 Turn marker를 배치한다. 

Step 3. Hex에 표시된 대로 각 카운터 뒷면의 
네 자리 숫자와 맞게 배치한다.

Step 4. 참가 Turn과 다양한 규칙 상태에 따라 
남은 모든 유닛들을 정리한다. 만약 다양한 규칙
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Gt5v” 유닛들은 한 쪽에 
치워둔다; 그것들은 게임에 진입하지 않는다.

4.0 플레이 순서

게임은 10 Turn이 마지막이다. 어느 한 진영이 
승리 조건의 상태에 가까워진다면 게임은 곧 끝나
게 될 것이다(8.1과 8.2). 각 게임 Turn은 다음의 
다섯 Phase들로 구성된다. Action은 적절한 
Phase내에서만 가지게 될 것이다.

I. 프랑스 플레이어의 이동 Phase. 프랑스 플
레이어는 모든 프랑스 유닛들을 이동하거나 하지 
않거나 몇몇의 이동을 가지게 될 것이다(5.0 확
인). 예정된 증원은 맵 안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9.0 확인).

II. 프랑스 플레이어의 전투 Phase. 프랑스 유
닛들은 인접한 연합군 유닛들을 공격해야만 한다
(6.1 확인). 양 진영의 유닛들은 전진하게 되거나, 
강제 후퇴 또는 제거될 것이다.

III. 연합군 플레이어의 이동 Phase. 연합군 
플레이어는 모든 연합군 유닛들을 이동하거나 하
지 않거나 몇몇의 이동을 가지게 될 것이다(5.0 
확인). 예정된 증원은 맵 안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
다(9.0 확인).

IV. 연합군 플레이어의 전투 Phase. 연합군 
유닛들은 인접한 프랑스 유닛들을 공격해야만 한
다(6.1 확인). 양 진영의 유닛들은 전진하게 되거
나, 강제 후퇴 또는 제거될 것이다.

V. 게임 Turn Marker Phase. 만약 플레이에 
더 많은 Turn이 남아 있다면, Turn record track
의 다음 박스로 게임 Turn marker를 전진하고, 
다시 Step 1로 돌아간다. 만약 게임이 10 Turn까
지 다 진행이 됐다면, 승자를 가린다(8.0 확인).

5.0 유닛 이동 방법

이동 Phase동안 활성화 플레이어는 유닛을 원하
는 만큼 이동할 수 있다.

5.1 유닛들은 어떠한 방향, 여러 방향으로 이어지
는 Hex 경로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를 이동한다. 
각 Hex에 진입할 때마다 카운터의 이동력으로 이
동 점수 1을 지불한다. 최대 카운터의 이동력과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다.
유닛은 절대로 이동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
든 이동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하지 하
지 않은 점수는 누적되거나 다른 유닛에게 전가할 
수 없다. 한 번 완료되면, 그 이동은 바뀌지 않는
다.

5.2 유닛들은 길을 통한 숲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
면 숲 Hex로 진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유닛이 Hex 0914에서 Hex 0813 숲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Hex 0915에서는 
안 된다.

5.3 유닛은 아군 유닛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지
만, 같은 Hex에 다른 아군 유닛이 있는 곳에 이동 
Phase를 끝낼 수는 없다.
한 번의 이동에서 지나가는 Hex에 아군 유닛들을 
통과하는 횟수에 제한은 없다.

5.4 유닛은 절대로 적 유닛이 있는 Hex를 통해서 
지나가거나 진입할 수는 없다.

5.5 각 유닛에 인접한 6개의 Hex는 그 유닛의 통
제 영역(Zone of Control)으로 여긴다.
모든 유닛들은 통제 영역 혹은 다른 유닛들의 존
재 혹은 지형에 상관없이 게임 Turn 내내 통제 
영역을 가지기 위해 분투한다. 인접한 상대 유닛
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며 각각의 통제 영역을 
가진다. 만약 유닛이 여러 적 통제 영역에 있다고 
하여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

5.6 유닛은 이동 Phase에서 적 통제 구역에
서 이동을 시작 또는 이동하는 동안 통제 구
역으로 진입 했는지에 관계없이 이동 Phase 
동안 적의 통제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
니다.
유닛은 전투의 결과로만 통제 영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 아군 유닛들의 통제 영역은 아군 유닛들의 
이동에는 금하지 않는다.

5.7 게임을 시작한 후 맵에 진입하는 유닛은(9.0 
확인) 첫 번째 Hex 진입에 대해 이동 점수 1을 
지불하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 이동을 한다.
유닛은 적이 점령하고 있는 Hex을 통해서 맵에 
진입할 수 없다. 이동 동안 빈 Hex에 도달할 수 
있다면,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Hex를 통해서 진입
할 수 있다.

5.8 프랑스 승리 요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한 
어떠한 이유든 맵에서 유닛이 나갈 수는 없다(8.2 
확인).
전투 동안에 맵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유닛은 
제거 된다(6.4와 8.4 확인)

6.0 유닛 공격 방법

각 전투 Phase 동안, 활성화 플레이어의 유닛들은
(공격자) 비활성화 플레이어의(방어자) 유닛들을 
공격한다. 포병은 특정 상황에서 특수 공격 능력
을 가진다(6.6 확인).

6.1 적 통제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공격하는 유닛
들은 공격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적 통제 영역 
내에 있는 공격하는 유닛과 함께 있는 모든 방어
자 유닛은 공격받아야 한다.
규칙 6.2에서 6.5까지의 조건으로 공격하는 플레
이어는 어느 유닛으로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어느 유닛을 공격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6.2 Phase마다 하나 이상의 공격에 공격하는 
유닛이나 방어하는 유닛은 관여 할 수 없으
며, 그리고 그 유닛의 모든 Strength를 사용해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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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의 전투력은 두 번의 공격으로 나누어 
지거나 공격으로부터 보류되지 않는다. 

6.3 혼자 방어하는 유닛은 어떠한 수의 유닛들 혹
은 모든 인접한 Hex들에 의해 단일 전투로 공격  
당할 수 있고, 추가로 자격이 있는 포병의 포격을 
받을 수 있다(6.6 확인).

6.4 혼자 공격하는 유닛은 인접한 방어하는 유닛
들의 어떠한 수를 공격할 수 있다.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공격하는 유닛에 인접한 어
떠한 방어하는 유닛을 무시할 수는 없다.

6.5 모든 공격 유닛이 모든 방어 유닛에 인
접 해있는 한, 공격 유닛의 수에 제한없이 어
느 수의 방어 유닛을 공격 할 수 있다.

6.6 적 통제 영역이 아닌 포명 유닛은 적 유닛의 
사이에 있는 clear Hex를 가로질려 포격을 할 수 
있다.
적 유닛에 인접해 있는 포병 유닛은 일반적인 전
투에 참가해야만 한다. 사이에 있는 Hex는 숲이나 
마을 Hex가 될 수는 없다(맵의 주요 지형을 확
인). 만약 포병이 Hex면을 따라 발포한다면, 
그 발포는 그 Hex면에 인접한 두 Hex가 차
단 지형일 때만 발포가 차단된다. 예를 들어, 
포병 유닛이 Hex 1712에서 1610에 발포 할 
수 있지만, 1811에서 1710으로는 안 된다.

6.7 포격하는 포병은 혼자 혹은 다른 포격하는 포
병과 조합 및 다른 인접한 공격하는 유닛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6.8 포격하는 포병은 단일 적 유닛에만 공격할 수 
있다.
여러 방어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포병은 오직 어
떤 한 방어자에게만 그 공겨기 도달할 수 있
어야 한다.

6.9 마을이나 숲 Hex에서 방어하는 유닛의 전투
력는 두배가 된다.

7.0 공격 해결

활성화 플레이어는 어떤 공격자가 어떤 방어자를 
공격할 것인지 결정하고, 모든 전투가 전투 Phase
를 끝으로 해결될 때까지 원하는 순서대로 공격을 
해결한다.

7.1 각 공격은 다음 Step들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Step 1. 모든 방어하는 유닛들의 전투력 총합으로 
모든 공격하는 유닛들의 전투력 총합을 나눈다.

Step 2. 맵의 전투 결과표에서 가장 가까운 전투 
비율에 step1의 결과를 버림 한다.
예를 들어, 4의 전투력 점수인 방어자에 대
해 총합 12인 전투력 점수에 의한 공격은 
3-1의 전투 비율이고, 4 전투력 점수인 방어
자에 대해 총합 11인 전투력 점수에 의한 공
격은 2-1의 전투 비율이다.

Step 3. 주사위 하나를 굴리고, 전투 결과 표에 
따른 전투 비율과 굴림 한 수의 교차점을 찾는다.

Step 4.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적용한다.

Ae = 공격자 제거. 공격하는 유닛(들)은 제거되고
(7.2 확인) 방어자는 전진할 수 있다(7.6 확인)

Ar = 공격자 후퇴. 공격하는 유닛(들)은 후퇴해야
만 하고(7.3 확인), 방어자는 전진할 수 있다(7.6 
확인).

Ee = 교환. 모든 방어하는 유닛들은 제거된 
방어자의 인쇄된 총 전투력과 적어도 공격에 
참여한 유닛들의 총 전투력과 같은 만큼 공
격자도 제거된다.(7.2 확인). 공격자는 전진할 
수 있다(7.6 확인)

Dr = 방어자 후퇴. 방어하는 유닛(들)은 후퇴 해
야만 하고, 공격자는 전진할 수 있다(7.6 확인)

De = 방어자는 제거된다. 방어하는 유닛(들)은 제
거되고(7.2 확인), 공격자는 전진할 수 있다(7.6 확
인)

7.2 제거된 유닛들은 맵에서 치우고, 승리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8.4 확인).

7.3. 후퇴를 해야 하는 유닛은 인접한 안전한 
Hex로 그 소유자 플레이어가 이동해야만 한
다.(7.4와 7.5 확인);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면 제거된다.

7.4 안전한 Hex는 그 유닛이 이동할 수 있고, 적 
유닛에게 방해받지 않거나 적 통제 영역이 아닌 
곳 중의 하나다.

7.5 만약 후퇴하는 유닛의 유일한 안전한 Hex가 
아군 유닛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유닛은 
옮겨지게 된다. 이는 후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옮겨지게된 유닛은 안전한 Hex로 후퇴해야만 하
고, 다른 아군 유닛에 의해 옮겨지게 될 수 있다. 
단일 후퇴에 대해 옮겨지게 되는 유닛의 수는 제
한은 없다. 만약 옮겨지게 되는 유닛이 안전한 
Hex로 후퇴할 수 없게 되면 원래 후퇴하는 유닛
이 제거되는 대신에 제거될 수도 있다. 

7.6 적 Hex가 전투의 결과로 비워지게 되면, 승
리에 참여한 유닛 한 개는 그 Hex로 꼭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할 수는 있다(이것은 이동 
포인트가 소비되지 않는다).
전진하는 유닛은 적의 통제 영역을 무시한다. 그 
전투 Phase동안 후속 전투로 공격하거나, 공격받
을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유닛만이 여러 적 Hex가 
비워지게 되더라도 단일 전투 후에 전진할 수 있
다. 

7.7 포격하는 포병은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접한 적 유닛들과 함께 전투에 조우하는 포병은 
모든 전투 결과에 일반적인 영향을 받는다. 만약 
그 포격하는 포병이 인접한 유닛들과 함께 공격하
고 있다면, 그 인접한 유닛은 모든 전투 결과에 
피해를 입는다.

8.0 승리 방법

8.1 프랑스가 사기 저하가 됐을 때, 연합군 플레
이어가 승리하고, 게임은 즉시 끝난다(8.4 확인)
게임은 프랑스의 사기 저하가 되면 즉시 끝난다.

8.2 7개의 프랑스 유닛이 맵의 북쪽 가장자리로 
나가게 되고(8.6 확인), 연합군이 사기 저하가 됐
을 때(8.4 확인), 프랑스가 승리하고, 게임은 즉시 
끝난다.

8.3 만약 어느 진영도 승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다면, 그 게임은 무승부이다.
나폴레옹이 직면한 상황을 감안할 때 무승부는 연
합군의 사기 승리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8.4 한 진영이 상대가 전투력 40점을 잃기 전에 
전투력 40점을 잃는다면 사기저하가 된다.
어떤 이유로든 제거된 모든 유닛들의 총 전투력을 
기록하라.

8.4 한 진영이 사기 저하가 된다면, 상대는 사기
저하가 될 수 없다.

8.5 만약 양 진영이 교환의 결과로 동신에 사기저
하가 됐다면, 그 연합군 플레이어는 프랑스 플레
이어가 이미 7개의 유닛이 나가지 않았다면 승리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가 승리한다.

8.6 프랑스 유닛은 0101로부터 0901 사이를 통해 
이동 1점을 소비하여 맵에서 나갈수 있다(파란색 
화살표).
한 번 나가게 되면, 맵으로 다시 들어 올 수 없다. 
나간 유닛은 제거된 것이 아니다.

9.0 증원

워털루는 큰 전장의 한 부분이다. 프러시안 부대
전체와 프랑스 부대의 상당한 부분은 동쪽으로 작
전을 수행했다. 프러시안 부대의 일부가 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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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Turn 2 끝에 연합군 플레이어는 주사위 하나를 굴리고, 아래 지시하는 것과 같이 
증원을 받는다.

1 (없음) = 연합군 플레이어는 증원이 없다. 프랑스 플레이어는 연합군 전투력 50점을 제거해야 
하고, 10개 유닛이 나가면 승리한다.

2 (연장) = 9개의 프러시안 “Gt3” 유닛은 게임 Turn 5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한다. 프랑스의 
전투력 제거 조건이 10만큼 증가하고 유닛은 2개만 나가면 된다.

3 (축소) = 프러시안 “Gt3” 유닛들 중에 5-4(1개), 4-4(1개), 3-5(1개)와 3-3(1개)가 게임 
Turn 3 후에 혹은 그 때 진입한다. 프랑스 유닛 나가기 요구는 1만큼 증가한다.

4 (역사적) = 9개의 프러시안 “Gt3” 유닛들은 게임 Turn 3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한다. 승리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5 (증가) = 
9개의 프러시안 “Gt3” 유닛들은 게임 Turn 3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하고, “Gt5v” 

유닛들 중 5-4(1개), 4-4(1개), 3-5(1개) 그리고 3-3(1개)를 게임 Turn 5 이후 혹
은 그때 진입한다. 프랑스 유닛 나가기 요구는 2만큼 줄어 든다.

6 (최대) = 
9개의 프러시안 “Gt3” 유닛들은 게임 Turn 3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하고, 모든 

“Gt5v” 유닛들은 게임 Turn 5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한다. 프랑스의 전투력 제거 
요구 조건은 10점 감소하고, 유닛은 2개만 나가면 된다.

10.5 Turn 4 끝에 프랑스 플레이어는 주사위 하나를 굴리고, 아래 지시하는 것과 같이 
증원을 받는다.

1,2 혹은 3 (역사적) = 프랑스 플레이어는 증원이 없다. 승리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4 혹은 5 (한계) = 
프랑스 “Gt5v” 유닛들 중에 5-4(1개), 4-4(2개), 2-5(1개), 3-3(1개)를 

게임 Turn 5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한다. 프랑스 전투력 제거 조건은 
10 증가하고, 유닛은 1개만 나가면 된다.

6 (최대) = 모든 프랑스 “Gt5v” 유닛들은 게임 Turn 5 이후 혹은 그때 진입한다. 
프랑스 전투력 제거 조건은 20 증가하고 유닛은 2개만 나가면 된다.

공격 예제
다음 예에서 파란 유닛들은 공격자고, 빨간 
유닛들은 방어자다. 회동은 서로 전투에 참
여하는 유닛들(공격자와 방어자) 주위로 그
려진다. 각 회동은 전투 상황으로 여겨지
고, 주사위 굴림이 요구된다. 여러 개의 공
격 유닛과 방어 유닛이 서로 인접 해있을 
때는 공격 한 번 이상 될 수 있다. 방어하
는 유닛에게 포격할 때 화살표로 표시된 포
병 공격은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도 
된다. 각 공격의 승산은 다음 각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 예제에서 논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칙에서 명시 적으로 다
루지 않는 한 규칙과 동일하다.

9.1 뒷면에 “Gt3”로 되어 있는 9개의 프러시안 
유닛들은 게임 Turn 3 혹은 그 이후 연합군 진영
에 의해 게임에 진입한다.

9.2 Turn 3으로 시작해서 어떤 Turn을 시작하는 
연합군 플레이어의 이동 Phase동안, 각 프러시안 
증원 유닛은 맵의 동쪽 가장자리의 아무 clear 
Hex인 맵으로 진입할 수 있다(Hex 2301에서 
2317사이로).

9.3 증원 유닛은 맵에 진입하기 위해 이동 1점을 
지불한다. 그런 이후 일반적인 이동을 한다.

9.4 증원 유닛은 프랑스 유닛이 점령하고 있는 
Hex를 통한 맵 진입, 혹은 참가로 한 Hex에 두 
개의 연합군 유닛들이 있게 된다면 진입할 수 없
다.

9.5 각 증원은 연합군 플레이어가 나중 Turn을 
위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10.0 다양한 규칙

프러시안 부대의 일부분이 워털루에 도착하는 동
안, 더 많은 프러시안 유닛과 프랑스 유닛 몇몇이 
도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아래의 규칙을 적용한
다.

10.1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각 플레이어는 증원
의 도착과 승리조건에 영향을 주기위해 아래의
(10.4와 10.5)지시처럼 주사위 한 개를 굴리게 될 
것이다.

10.2 모든 증원은 지시하는 Turn혹은 그 Turn 
이후에 소유주 플레이어의 이동 Phase동안 동쪽 
가장자리를 통해서 맵으로 진입한다.

10.3 승리 조건을 위한 모든 수정은 누적되지만, 
부대 사기 저하는 여전히 먼저 전투력 40점을 잃
는 진영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