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화력 10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아무 지역에 
화력 8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당신은 소련 유닛이 받을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받은 
피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아무 지역에 
화력 8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당신은 소련 유닛이 받을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받은 
피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아무 지역에 
화력 8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당신은 소련 유닛이 받을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받은 
피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 동안 아무 때나, 당신이 
선택한 지역에 대해  화력 6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당신은 소련 유닛들이 
받을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받은 피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임펄스 동안 아무 때나, 당신이 
선택한 지역에 대해  화력 6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당신은 소련 유닛들이 
받을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받은 피해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유닛들은 일반적인 사격을 하고, 
그리고 사격한 지역에 있는 원하는 
유닛들을 이동한다(분산 이동 가능).

 혹은

당신의 유닛들을 일반적으로 이동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조차, 이동한 
모든 유닛들은 일반 사격 규칙 당  
소련 유닛에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형 효과는 적용한다.

사격을 받는 지역의 방어 값에 4를 
더한다.

혹은

Mine 카드를 무효화한다. 독일 유닛들은 
적절한 경우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유닛들은 일반적인 사격을 하고, 
그리고 사격한 지역에 있는 원하는 
유닛들을 이동한다(분산 이동 가능).

 혹은

당신의 유닛들을 일반적으로 이동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조차, 이동한 
모든 유닛들은 일반 사격 규칙 당  
소련 유닛에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형 효과는 적용한다.

당신의 유닛들은 일반적인 사격을 하고, 
그리고 사격한 지역에 있는 원하는 
유닛들을 이동한다(분산 이동 가능).

 혹은

당신의 유닛들을 일반적으로 이동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조차, 이동한 
모든 유닛들은 일반 사격 규칙 당  
소련 유닛에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형 효과는 적용한다.

어떤 유형의 소련 공격 주사위 
굴림보다 먼저 플레이한다. 소련 공격은 
취소되고, 소련 임펄스는 즉시 끝난다.

사격을 받는 지역의 방어 값에 4를 
더한다.

혹은

Mine 카드를 무효화한다. 독일 유닛들은 
적절한 경우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사격을 받는 지역의 방어 값에 4를 
더한다.

혹은

Mine 카드를 무효화한다. 독일 유닛들은 
적절한 경우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독일 유닛들이 포함된 지역에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플레이한다. 지형 방어 
값은 이 공격에 대해 0이 된다.

독일 유닛들이 포함된 지역에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플레이한다. 지형 방어 
값은 이 공격에 대해 0이 된다.

독일 유닛들이 포함된 지역에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플레이한다. 지형 방어 
값은 이 공격에 대해 0이 된다.

만약 소련 카드가 플레이됐고, Sniper 
카드가 아니라면, 그 카드는 무효화되고, 
버린 카드 더미로 넣는다.

만약 소련 카드가 Sniper 카드라면, 
Sniper 대결이 발생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높은 굴림을 한 
카드는 플레이에 남고, 패배자가 
플레이한 카드를 무효화 한다.

주사위 굴림이 같다면, 소련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Mine과 Defensive Fire를 무효화 할 
수 없다.

만약 소련 카드가 플레이됐고, Sniper 
카드가 아니라면, 그 카드는 무효화되고, 
버린 카드 더미로 넣는다.

만약 소련 카드가 Sniper 카드라면, 
Sniper 대결이 발생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높은 굴림을 한 
카드는 플레이에 남고, 패배자가 
플레이한 카드를 무효화 한다.

주사위 굴림이 같다면, 소련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Mine과 Defensive Fire를 무효화 할 
수 없다.

독일 유닛들이 굴린 어떤 공격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

독일 유닛들이 굴린 어떤 공격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

어떤 유형의 소련 공격 주사위 
굴림보다 먼저 플레이한다. 소련 공격은 
취소되고, 소련 임펄스는 즉시 끝난다.

어떤 유형의 소련 공격 주사위 
굴림보다 먼저 플레이한다. 소련 공격은 
취소되고, 소련 임펄스는 즉시 끝난다.



독일 유닛들이 소련 지역에 이동한 후, 
그 이동하는 유닛들은 멈춰야만 하고, 
spent 된다. 주사위 2개를 굴리고, 4를 
빼고, 그 이동하는 독일 유닛들은 이 
만큼의 피해 점수를 받는다. 독일 
플레이어는 이동 유닛들 간에 어떻게 
피해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독일 유닛들이 소련 지역에 이동한 후, 
그 이동하는 유닛들은 멈춰야만 하고, 
spent 된다. 주사위 2개를 굴리고, 4를 
빼고, 그 이동하는 독일 유닛들은 이 
만큼의 피해 점수를 받는다. 독일 
플레이어는 이동 유닛들 간에 어떻게 
피해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 
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한 지역에 대해 화력 8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 
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한 지역에 대해 화력 6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당신이 장악 
하기 위한 인접한 지역 혹은 당신이 
장악한 지역에 대해 화력 6으로 한 번 
공격을 수행한다.

(임펄스 당 한 장만 사용가능)

당신의 임펄스처럼 사격 공격 한 번을 
수행한다.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혹은

독일 유닛들이 소련 유닛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spent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혹은 모든 소련 
유닛들은 이동하는 유닛들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그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임펄스처럼 사격 공격 한 번을 
수행한다.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혹은

독일 유닛들이 소련 유닛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spent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혹은 모든 소련 
유닛들은 이동하는 유닛들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그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임펄스처럼 사격 공격 한 번을 
수행한다.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혹은

독일 유닛들이 소련 유닛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spent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혹은 모든 소련 
유닛들은 이동하는 유닛들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그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당신의 임펄스처럼 사격 공격 한 번을 
수행한다.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혹은

독일 유닛들이 소련 유닛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spent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혹은 모든 소련 
유닛들은 이동하는 유닛들에 사격을 할 
수 있다. 그 사격하는 유닛들은 spent 
되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그 공격에 대한 
총 화력은 3만큼 증가된다. “0”인 화력 
유닛들은 사격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Artillery Support 혹은 Rocket 
카드와 함께 플레이할 수 없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그 공격에 대한 
총 화력은 3만큼 증가된다. “0”인 화력 
유닛들은 사격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Artillery Support 혹은 Rocket 
카드와 함께 플레이할 수 없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공격을 해결하기 전에, 그 공격에 대한 
총 화력은 3만큼 증가된다. “0”인 화력 
유닛들은 사격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Artillery Support 혹은 Rocket 
카드와 함께 플레이할 수 없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어떤 공격 주사위 굴림을 다시 굴릴 수 
있다.

Level Bombing 혹은 Dive Bombing 
카드를 무효화 한다. 독일 임펄스는 
즉시 종료된다.

Level Bombing 혹은 Dive Bombing 
카드를 무효화 한다. 독일 임펄스는 
즉시 종료된다.

만약 독일 카드가 플레이됐고, Sniper 
카드가 아니라면, 그 카드는 무효화되고, 
버린 카드 더미로 넣는다.

만약 독일 카드가 Sniper 카드라면, 
Sniper 대결이 발생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높은 굴림을 한 
카드는 플레이에 남고, 패배자가 
플레이한 카드를 무효화 한다.

주사위 굴림이 같다면, 소련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소련 임펄스처럼,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그 결과는 
spent 소련 유닛들 그들의 준비 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이다. 추가 값은 
손실한다.

어떤 공격 주사위 굴림을 다시 굴릴 수 
있다.



아무 때나 플레이한다. 플레이하게 
되면, 현재 임펄스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지된다. spent 상태가 아닌 소련 
유닛 한 개는 2개 지역 사이의 일반 
이동 비용에 상관없이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하는 유닛은 spent 
되지 않는다. 그 임펄스는 소련 유닛이 
이동한 후에 재개된다.

아무 때나 플레이한다. 플레이하게 
되면, 현재 임펄스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지된다. spent 상태가 아닌 소련 
유닛 한 개는 2개 지역 사이의 일반 
이동 비용에 상관없이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하는 유닛은 spent 
되지 않는다. 그 임펄스는 소련 유닛이 
이동한 후에 재개된다.

만약 독일 카드가 플레이됐고, Sniper 
카드가 아니라면, 그 카드는 무효화되고, 
버린 카드 더미로 넣는다.

만약 독일 카드가 Sniper 카드라면, 
Sniper 대결이 발생한다. 각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높은 굴림을 한 
카드는 플레이에 남고, 패배자가 
플레이한 카드를 무효화 한다.

주사위 굴림이 같다면, 소련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독일 공격 주사윌 굴리기 전에, 공격 
받는 지형의 지형 방어 값이 2배가 
된다. 이 수정은 이 공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복 사용과 다른 카드와 조합 가능)
(1장은 2배, 2장은 3배, 3장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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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플레이어는 다음 독일 임펄스를 
하기 전에 두 번째 임펄스를 가진다. 이 
카드는 소련 플레이어가 그 페이즈의 첫 
임펄스를 얻기 위해 임펄스 페이즈의 
시작에 플레이될 수도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다음 독일 임펄스를 
하기 전에 두 번째 임펄스를 가진다. 이 
카드는 소련 플레이어가 그 페이즈의 첫 
임펄스를 얻기 위해 임펄스 페이즈의 
시작에 플레이될 수도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다음 독일 임펄스를 
하기 전에 두 번째 임펄스를 가진다. 이 
카드는 소련 플레이어가 그 페이즈의 첫 
임펄스를 얻기 위해 임펄스 페이즈의 
시작에 플레이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