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의 리더와 그들의 부대를 활성화 한다. 

그들을 선택한 다음 하나씩 하나씩 모든 

액션을 완료한다.

한 부대가 한 번 이상 이동할 수는 없다. 활

성화된 두 부대는 해상 이동을 할 수 있다.

맵에 있는 1 또는 공성 레벨 2인 공성마
커를 공성 레벨 0인 마커로 교체한다. 

(이 이벤트를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한 액
션 전체를 사용해야만 한다.)

Bastions Repaired
(요새 수리)

Surrender!(항복)
공성 테이블에서 굴리는 대신에 플레이하라. 
루이스 버그(At Louisbourg)에서 공성 값이 

1 혹은 2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fort나 fortess를 온전한 상태로 점령한다.
적 플레이어는 자신의 포위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요새에 방어 병력을 배치한다. 

RESHUFFLE(다시 섞기)

Massacre!(대학살)
인디언과 훈련된 부대(Drilled Troops) 
유닛이 방책(stockade) 칸, fort, 혹은 

fortress를 점령할 때 플레이한다.

칸에 있는 모든 인디언은 제거된다.

1 VP를 받는다

Coehorns(유탄 박격포)

&Howitzer(곡사포)
정규군(Regulars)이 포함된 병력으로 공

성의 공격 또는 방어를 실행하거나, 강습의 

공격 또는 방어를 실행할때 플레이한다.

공성 시 공격자라면 +2 혹은 방어 자
라면 -2 를 받고, 추가로 강습

(assault)시 CRT에서 +2를 받는다.

Fieldworks(구축)
훈련된 부대(Drilled Troops)를 가
지고 있다면 전투 전에 플레이한다. 

만약 방어자라면 마커를 배치한다. 
공격자는 CRT에서 1컬럼 왼쪽으로 
보정을 받는다. 만약 공격자라면 방

어자의 마커를 제거한다.(마커는 공
격자가 승리 한다거나 아무때나 소
유주 선택에 으로 역시 제거된다.) 

Campaign
(군사 작전)

Campaign
(군사 작전)

Campaign
(군사 작전)

Campaign

2개의 리더와 그들의 부대를 활성화 한다. 

그들을 선택한 다음 하나씩 하나씩 모든 

액션을 완료한다.

한 부대가 한 번 이상 이동할 수는 없다. 활

성화된 두 부대는 해상 이동을 할 수 있다.

(군사 작전)

2개의 리더와 그들의 부대를 활성화 한다. 

그들을 선택한 다음 하나씩 하나씩 모든 

액션을 완료한다.

한 부대가 한 번 이상 이동할 수는 없다. 활

성화된 두 부대는 해상 이동을 할 수 있다.

2개의 리더와 그들의 부대를 활성화 한다. 

그들을 선택한 다음 하나씩 하나씩 모든 

액션을 완료한다.

한 부대가 한 번 이상 이동할 수는 없다. 활

성화된 두 부대는 해상 이동을 할 수 있다.



Fieldworks(구축)
만약 보조병력(Auxiliaries)을 가지고 있

다면, 산악(Mountain)이나 황야
(Wilderness)에서 전투 전에 플레이한다.
적이 경보병(Light I닛력antry), Fort 혹
은 당신보다 더 많은 보조(Auxiliary)유
닛을 가지고 있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적도 역시 매복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는 한, 2배의 화력(CRT 열 이동 

전)으로 먼저 사격한다.

Ambush(매복) Ambush(매복)

Blockhouses(요새)
습격(Raid) 테이블에서 적의 주

사위를 굴리기 전에 플레이한다.

이번 해에 적의 모든 습격은 방책
(Stockade) 열을 사용한다.

(마커를 배치하라)

Foul Weather(악천후)
상대방이 이동을 선언했을 때 

플레이하라(이동 전).

리더 혹은 유닛, 하나의 병력
(force) 활성화에 대해 육지 혹은 

보트로 2칸의 이동 제한이 있고, 
해상 이동은 봉쇄된다.

적이 호수로 연결된(Ontario 혹은 
Erie shore 혹은 IIe-aux-Noix로 부
터 Hudson Carry North로 어디든) 곳
을 통하여 아군 fortification 칸으로 이

동할 때 플레이한다.

적은 아군의 forification이 있는 
이전 칸에 멈춰야 한다.

Lake Schooner(호수 범선)

George Croghan

훈련된 부대(Drilled Troops)를 포함하
는 한 병력 혹은 훈련된 부대 유닛을 활성 

화 한 후에 플레이한다.

유닛 혹은 병력은 황야
(Wilderness) 칸을 통해 지난 후, 

멈출 필요가 없다.

영국 국경 상인은 정찰을 제공한다. Amphib 화살표를 따라 해상 이동 후에 
플레이한다. 같은 해에 루이스 버그 소함
대(Louisbourg Squadrons)가 사용됐을 

때는 플레이할 수 없다.

유닛 혹은 병력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칸에 상륙할 

수 있다.(Amphib 마커를 배치하라).

Amphibious Landing(상륙)
Amphib 화살표를 따라 해상 이동 후에 
플레이한다. 같은 해에 루이스 버그 소함
대(Louisbourg Squadrons)가 사용됐을 

때는 플레이할 수 없다.

유닛 혹은 병력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칸에 상륙할 

수 있다.(Amphib 마커를 배치하라).

Amphibious Landing(상륙)

훈련된 부대(Drilled Troops)를 가
지고 있다면 전투 전에 플레이한다. 

만약 보조병력(Auxiliaries)을 가지고 있
다면, 산악(Mountain)이나 황야

(Wilderness)에서 전투 전에 플레이한
다.적이 경보병(Light I닛력antry), Fort 
혹은 당신보다 더 많은 보조(Auxiliary)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적도 역시 매복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는 한, 2배의 화력(CRT 열 이동 

전)으로 먼저 사격한다.

만약 방어자라면 마커를 배치한다. 
공격자는 CRT에서 1컬럼 왼쪽으로 
보정을 받는다. 만약 공격자라면 방

어자의 마커를 제거한다.(마커는 공
격자가 승리 한다거나 아무때나 소
유주 선택에 으로 역시 제거된다.) 



Amphib 화살표를 따라 해상 이동 후에 
플레이한다. 같은 해에 루이스 버그 소함
대(Louisbourg Squadrons)가 사용됐을 

때는 플레이할 수 없다.

유닛 혹은 병력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칸에 상륙할 

수 있다.(Amphib 마커를 배치하라).

Amphibious Landing(상륙)
Amphib 화살표를 따라 해상 이동 후에 
플레이한다. 같은 해에 루이스 버그 소함
대(Louisbourg Squadrons)가 사용됐을 

때는 플레이할 수 없다.

유닛 혹은 병력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칸에 상륙할 

수 있다.(Amphib 마커를 배치하라).

Amphibious Landing(상륙)

루이스 버그(Louisbourg)를 지배한다
면 플레이를 한다.

이번 해에 상륙은 할 수 없다. 주사위를 
굴려 결과가 1~3이 나오면 이 카드를 제
거하고, 프랑스는 더이상 해상이동을 할
수 없고, 영국은 퀴브롱(Quiberon)이벤

트를 플레이할 수 있다.(마커 배치)

Louisbourg Squadrons 

(루이스 버그 소함대)

French Navy Operates Aggressively.

(프랑스 해군의 적극적 수행)

맵에서 포위되지 않은 프랑스 리더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하고 그 위치를 바꾼다. 

("Louisbourg Squadrons”카드가 제거되
어 프랑스의 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루이

스 버그를 선택할 수 없다)

Governor Vaudreuil Interferes 
(주지사 보드레이의 방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반만큼 파란색 줄
무늬의 인디언 유닛을 배치한다. 프랑스의 

VP가 5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수치만큼 배치
한다. 나이아가라에 포트(fort)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오렌지색 줄무늬의 인디언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인디언의 거주지에 배치한다. 1개
의 인디언을 배치하는 대신 2개의 감소된 인

디언 유닛을 회복시킬 수 있다.

Northern Indian Alliance
(북부 인디안 동맹)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반만큼 파란색 줄
무늬의 인디언 유닛을 배치한다. 프랑스의 

VP가 5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수치만큼 배치
한다. 나이아가라에 포트(fort)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오렌지색 줄무늬의 인디언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인디언의 거주지에 배치한다. 1개
의 인디언을 배치하는 대신 2개의 감소된 인

디언 유닛을 회복시킬 수 있다.

Northern Indian Alliance
(북부 인디안 동맹)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반만큼 파란색 줄
무늬의 인디언 유닛을 배치한다. 프랑스의 

VP가 5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수치만큼 배치
한다. 나이아가라에 포트(fort)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오렌지색 줄무늬의 인디언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인디언의 거주지에 배치한다. 1개
의 인디언을 배치하는 대신 2개의 감소된 인

디언 유닛을 회복시킬 수 있다.

Northern Indian Alliance
(북부 인디안 동맹)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반만큼 오렌지색 
줄무늬의 인디언 유닛을 배치한다. 프랑스의 
VP가 5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수치만큼 배치
한다. 나이아가라에 포트(fort)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오렌지색 인디언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인디언의 거주지에 배치한다. 1개
의 인디언을 배치하는 대신 2개의 감소된 인

디언 유닛을 회복시킬 수 있다.

Northern Indian Alliance
(북부 인디안 동맹)

Northern Indian Alliance
(북부 인디안 동맹)

Montreal을 지배한다면 플레이하라. Montreal을 지배한다면 플레이하라.

Montreal을 지배한다면 플레이하라. Ohio Forks에 fort를 가지고 있다면 
플레이하라.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반만큼 오렌지색 
줄무늬의 인디언 유닛을 배치한다. 프랑스의 
VP가 5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수치만큼 배치
한다. 나이아가라에 포트(fort)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오렌지색 인디언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인디언의 거주지에 배치한다. 1개
의 인디언을 배치하는 대신 2개의 감소된 인

디언 유닛을 회복시킬 수 있다.

Ohio Forks에 fort를 가지고 있다면 
플레이하라.



아군 부족 중 회색 줄무늬 인디언에 대해 주
사위 한 개를 굴려 결과만큼 그들의 거주지에 
배치하라. 주사위로 얻을 수 있는 유닛 1개를 
대신해서 부상 유닛 2개를 회복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Iroquois Alliance (이로쿼이  동맹)

만약 아군의 Oneida Carry West와 East, 
Oswego 3지역중 한곳에 아군의   

fortifications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fortifications이 없다면 플레이하라. 영국은 

추가로 회색 거주지의 2칸 이내에 존슨
(Johnson)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현재 맵에 없는 모 호크 족 인디언 유닛을 
존슨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감소한 모 호

크 족을 최대치로 회복한다.

만약 존슨(Johnson)이 캐나조해리
(Canajoharie)에서 2칸 이내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Mohawks (모 호크)

맵에 없는 모든 체로키(녹색 줄무늬) 인디
언 유닛을 남부 부분의 영국 fortification에 
배치하고, 감소한 체로키 부족을 최대치로 

회복한다. 프랑스는 체로키 봉기를 플레이할 
수 있다(마커 배치).

Cherokees (체로키)
체로키 봉기(Cherokee Uprisiong)

후에는 플레이할 수 없다.

영국은 모든 체로키 (녹색 줄무늬) 인디언 
유닛 (체로키 이벤트 마커를 뒤집어라) 그
리고 남부 지방  유닛 1개, Regular 2개

(사용 가능한, 포위되지 않은)를 제거해야
만 하고, 그리고 체로키 이벤트를 플레이

할 수 없다.

Cherokees Uprising 
(체로키 봉기)

만약 체로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플레이하라.

REMOVE (제거)

모든 포위되지 않은 Shawnee, Mingo 그
리고 Delaware (오렌지만) 유닛을 제거하

라.

Treaty of Easton 
(이스턴의 조약)

Ohio Forks 또는 이와 인접한 지역에 공성
받지 않은 영국의 fortification이 있고 해당 
지역에 영국의 Drilled Troops가 있다면 플

레이하라.

REMOVE (제거)

어떤 한 칸에서 포위되지 않은 적 인디언 
2개까지 제거하라.(적절한 동맹 마커도 

제거하라)

Indias Desert (인디언 사막)

4를 초과하는 유닛이 있는 한 칸을 선택하라. 
적군은 굴린 주사위 반만큼(반올림) 혹은 8개
를 초과할 때는 주사위 굴린 결과 그대로 피해
를 준다(어느 것이든 제거하기 전에 모드 감소

시켜라). 그리고 모든 인디언을 제거한다.

Small Pox (천연두)

주사위 한 개를 굴려 3-6이 나오면, 상대의 
손에 있는 카드를 무작위로 한 장 가져오고 

당신의 소유로 가져다 놓는다.

Courier Intercepted! 
(운반원 가로채기)

프랑스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버린다. 

("항복!" 카드를 버리면,다시 
섞는다.)

Francois Bigot (프랑소아 비고트)

캐나다 관료가 왕실 자금을 횡령하다.

Canadian official skims royal accounts.



영국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다면 독일에서 
승리 (Victories in Germany) 카드 한 장 
혹은 병력수송(Troop Transports), 경보
병(Light Infantry), 고지(Highlanders), 
영국 정규군 (British Regulars) 해당하는 

카드 1장을 제거해야만 한다.

British Ministerial Crisis 
(영국 각료회의 위기)

프랑스 플레이어는 남부 부분과 북부 안
에 있는 각 습격(Raided) 마커에 대해  

해당 부분에 속해있는 포위되지 않은 지
방 유닛 1개를 제거한다.

Provincial Regiments  
Dispersed for Frontier Duty
(국경 의무에 대해 지방 연대 흩어지다.)

프랑스 플레이어는 북부 혹은 남부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부분에 대해  
영국 플레이어는 지방 유닛 하나를 제거

해야만 한다.

Stingy Provincial Assembly 
(인색 한 지방 의회)

만약 British Assemblies Enthusiastic 이벤
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하지 못한다.

북부 혹은 남부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영국 플레이어는 지방 유닛 하나를 제거

해야만 한다.

Stingy Provincial Assembly 
(인색 한 지방 의회)

만약 British Assemblies Enthusiastic 이벤
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하지 못한다.

식민지 정책 마커를 원하는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

(프랑스 플레이어가 사용 시, 필요하다
면 영국 플레이어는 초과하는 프로빈셜

을 제거한다.)

British Colonial Politics 
(영국 식민지 정책)

식민지 정책 마커를 원하는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

(프랑스 플레이어가 사용 시, 필요하다
면 영국 플레이어는 초과하는 프로빈셜

을 제거한다.)

British Colonial Politics 
(영국 식민지 정책)

북부, 남부 중 한 지방을 선택한다. 북부라
면 4개의 지방 유닛을, 남부라면 2개의 지

방 유닛을 해당하는 지방에 있는 요새
(fortifications)시설에 배치한다. 식민지 
정책 트랙의 지방 유닛 소유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Raise Provincial Regiments 
(지방 연대 봉기)

만약 Assemblies Reluctant 이벤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 하지 못한다.

북부, 남부 중 한 지방을 선택한다. 북부라
면 4개의 지방 유닛을, 남부라면 2개의 지

방 유닛을 해당하는 지방에 있는 요새
(fortifications)시설에 배치한다. 식민지 
정책 트랙의 지방 유닛 소유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Raise Provincial Regiments 
(지방 연대 봉기)

만약 Assemblies Reluctant 이벤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 하지 못한다.

북부, 남부 중 한 지방을 선택한다. 북부라
면 4개의 지방 유닛을, 남부라면 2개의 지

방 유닛을 해당하는 지방에 있는 요새
(fortifications)시설에 배치한다. 식민지 
정책 트랙의 지방 유닛 소유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Raise Provincial Regiments 
(지방 연대 봉기)

만약 Assemblies Reluctant 이벤트를 
사용됐다면 플레이 하지 못한다.



주사위 1개를 굴리고 결과 만큼 Coureurs, 
Rangers, Light Infantry 중 감소된 유닛을 

최대치로 회복한다.

Colonial Recruits(식민지 신병)

감소한 Regular 혹은 Light Infatry 유닛을 
프랑스는 3개 혹은 영국은 6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프랑스는 만약 퀘벡(Quebec)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거나 퀴브롱(Quiberon) 이벤

트가 사용된 후에는 플레이할 수 없다.

주사위 1개를 굴리고 결과만큼 감소한 Regular 
혹은 Light Infantry 유닛을 최대치로 회복한다.

( 독일에서의 승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부대관리와 재정이 좋아졌다) 

1755년 이후에 플레이하라.
프랑스는 퀘백(Quebec)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거나, 퀴브롱(Quiberon) 이벤트 사용 후

에는 플레이할 수 없다.

Victories in Germany 
Release Troops & 

Finances for New World   

아군 Militia(민병대) 박스에 아군 
민병대 유닛 1개를 배치하거나 2

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Call Out Militias (민병대 모집) Call Out Militias (민병대 모집) Call Out Militias (민병대 모집)

Call Out Militias (민병대 모집)

fortification에 Ranger 유닛을 배치하거나 
Ranger 유닛 2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Rangers (레인져) Light Infantry (경 보병)

만약 가능하다면 fortresses에 Light 
Infatry 유닛 2개와 리더를 배치한다.

Troop Transports 
& Local Enlistments 
(부대 수송과 지역 입대)

아군 Militia(민병대) 박스에 아군 
민병대 유닛 1개를 배치하거나 2

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아군 Militia(민병대) 박스에 아군 
민병대 유닛 1개를 배치하거나 2

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아군 Militia(민병대) 박스에 아군 
민병대 유닛 1개를 배치하거나 2

개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2개의 3-4 정규군(Regular) 유닛을 
Quebec 또는 Louisbourg에 배치한다

(분활해서 배치 가능). Montcalm, 
Levis, Bougainville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들도 모두 배치한다.

French Regulars 

REMOVE (제거)

(프랑스 정규군)

원하는 항구(ports) 지역에 '하나의' 리더
와 3개의 3-4 정규군 유닛을 배치한다(분

할배치 가능).

British Regulars 

영국 정규군(Regulars) 이벤트가 이미 이
번 시즌에 사용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REMOVE (제거)

(영국 정규군)만약 프랑스 정규군 이벤트가 이미 이번 
시즌에 플레이 됐거나 퀴브롱 이벤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원하는 항구(ports) 지역에 '하나의' 리더
와 3개의 3-4 정규군 유닛을 배치한다(분

할배치 가능).

British Regulars 

영국 정규군 이벤트가 이미 이번 시즌에 사
용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REMOVE (제거)

(영국 정규군)

원하는 항구(ports) 지역에 '하나의' 리더
와 3개의 3-4 정규군 유닛을 배치한다(분

할배치 가능).

British Regulars 

영국 정규군 이벤트가 이미 이번 시즌에 사
용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REMOVE (제거)

(영국 정규군)

사용 가능하다면 항구(Ports)에 리더 2개와 
4-4 하이랜더 4개를 배치하라.

Highlanders
(하이랜더)

만약 1755년 시나리오라면 1758이나 
William Pitt 이벤트 이후에 플레이할 수 있다.

REMOVE (제거)

사용 가능하다면 항구(Ports)에 리더 1개와 
4-4 하이랜더 1개를 배치하라.

Highlanders 

만약 1755년 시나리오라면 1758이나 
William Pitt 이벤트 이후에 플레이할 수 있다.

REMOVE (제거)

(하이랜더)

사용 가능하다면 어떤 항구(Ports)에 리더 
1개와 4-4 하이랜더 1개를 배치하라. 

1755 시나리오

Highlanders
(하이랜더) 

1758년이나 William Pitt 이벤트 이후에 
플레이하라. 

REMOVE (제거)

프랑스 Regulars 혹은 Troop Transports, 
Victories in Germany, Diplomatic을 플레
이할 수 없다. 다음 시즌 시작에 프랑스는 7
장의 카드를 받고 영국 먼저 플레이한다.

Quiberon Bay
Battle Destroys French Fleet

만약 Louisbourg Squadrons 이벤트 카드가 
제거됐거나, 당신이 Louisbourg를 지배하고 
있거나 혹은 1759년 이후라면 플레이하라.

REMOVE (제거)

(전투에서 프랑스 함대 격파)

REMOVE (제거)

2개의 3-4 정규군(Regular) 유닛을 
Quebec 또는 Louisbourg에 배치한다

(분활해서 배치 가능). Montcalm, 
Levis, Bougainville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들도 모두 배치한다.

French Regulars 
(프랑스 정규군)

만약 프랑스 정규군 이벤트가 이미 이번 
시즌에 플레이 됐거나 퀴브롱 이벤트가 

사용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하다면 항구(Ports)에 리더 1개
와 3-4 Regular 유닛 3개를 배치하라. 

1755 시나리오

British Regulars가 이번 시즌에 사용이 
됐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REMOVE (제거)

British Regulars 
(영국 정규군)

가능하다면 북부 혹은 남부 부분의 아무 
fortresses에 리더와 4-4 Royal 

American 유닛 4개를 배치하라. 1755 
시나리오

REMOVE (제거)

Royal Americans 
(영국 왕실 소총병)

Halifax에 3-4 Regular 유닛 2개를 배
치하라. 프랑스 플레이어는 Quebec 혹
은 Louisbourg에 Coureurs 유닛 1개를 
배치하고, 모든 감소한 Coureurs과 

Canadian Militia를 최대치로 회복한다. 
1755 시나리오

Acadians Expelled

REMOVE (제거)

아카디아인 추방

Highlanders, Amherst, Forbes 그리고 
Wolfe가 사용 가능하다. 버린 카드에서 
Highlanders, British Regulars, Light 
Infantry 혹은 Troop Transports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 다음 시즌 시작에 영국

은 9장의 카드를 가진다.
1755 시나리오

REMOVE (제거)

William Pitt
Implements Global Strategy
윌리엄 피트: 전반적인 전략 연구

만약 아직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Quebec 
혹은 Louisbourg 중 하나에 Montcalm, 

Levis 그리고 Bougainville과 3-4 
Regular 유닛 2개를 배치하라.

1755 시나리오

French Regulars
(프랑스 정규군)

REMOVE (제거)

버려진 카드에서 Troop Transports 혹은 
French Regulars 중에 한 장을 가져온다. 
다음 시즌 시작에 프랑스는 9장을 얻는다. 

1755 시나리오

REMOVE (제거)

Diplomatic Revolution
Continental alliance vs 

Britain escalates war.
(외교 혁명: 대륙 동맹 대 영국 전쟁 확대)

REMOVE (제거)

Intrigues 
Against Shirley

(셜리에 대한 음모)

셜리를 제거하라. 
1755 시나리오

만약 프랑스가 최소 1 VP를 가지고 있고, 

셜리가 포위되지 않았다면 플레이하라. 

프랑스 Regulars 이벤트가 퀴브롱
(Quiberon)이후나 이번 시즌에 사용 됐

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퀴브롱(Quiberon) 이벤트 후에는 플레이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