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Introduction
Storm Over Stalingrad는 1942년 10월에서 11월까지의 Stalingrad 
전투를 재현해보는 2인 워게임이다. 한 플레이어는 독일, 다른 
플레이어는 소련 군대를 장악한다. Avalon Hill의 “Storm Over 
Arnhem”에서 처음 소개된 Area-Impulse System의 간소화된 
버전을 사용한다. 게임은 6 턴이며, 그 시간이 끝나면 승자가 
결정된다.

2.0 Components
Ÿ Rules
Ÿ 2 Maps
Ÿ 1 Countersheet
Ÿ 1 Deck of 55 Tactical Cards
Ÿ 2 Dice

2.1 Counters
게임은 유닛과 마커, 2가지 유형의 카운터를 포함한다.

2.1.1 Units
모든 유닛들은 독일(검은색 혹은 회색 카운터)에 대해 연대 규모 
혹은 대대와 소련(연한 갈색 카운터)에 대해 사단 혹은 여단, 
연대이다. 각 유닛은 앞면인 “Fresh“면과 뒷면인 ”spent“면을 
가진다. 뒷면은 앞면보다 옅은 색이므로 이 두 가지를 구별 할 수 
있다. 앞면인 유닛은 fresh 상태이고 그 턴(6.1 확인)에서 액션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뒷면인 유닛은 spent 상태로 그 턴에 
액션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각 유닛의 앞에는 아래에 가로지르는 3가지 숫자가 있다. 이 
값들은 그 유닛의 화력, 방어 그리고 이동을 나타낸다. 카운터의 
뒷면에는 유닛의 방어를 나타내는 이 위치에서 한 숫자만 있다. 
(유닛들은 그들의 spent 상태일 때 사격 혹은 이동을 할 수 없다)

카운터의 중앙에 있는 기호는 Infantry(보병), motorized 
infantry(자동차보병), mechanized infantry(기계화보병), 
armor(기갑) 혹은 reconnaissance(기갑정찰대) 중 하나인 유닛의 
유형을 보여준다. 독일 유닛들의 기호는 사단과 일치하는 색상 
코드가 있다. 예를 들어 제100 사단의 모든 유닛들은 빨강색이다.

유닛의 사단은 카운터의 위에 있고, 유닛의 아래에는 ID 숫자가 
있다. 몇몇 독일 유닛들은 독립 유닛들이고, 그들의 카운터에는 
사단 표시가 없다.

만약 유닛 기호의 왼쪽에 동그란 원 안에 문자가 있다면, 이것은 
게임의 시작에 그 유닛이 배치되는 지역에 대한 설정 확인 
문자이다(3.0 확인). 유닛의 기호 오른쪽에 동그란 원 안에 숫자가 
있다면, 그 유닛이 증원으로 도착할 턴 수이다(10.1 확인).

검은색 카운터에 인쇄된 독일 유닛들은 3 턴의 종료 페이즈에 
게임에서 철수하는 것들이다(10.4 확인).

2.1.2 Markers
게임에는 3가지 유형의 마커가 있다.

Control markers(장악 마커): 만약 플레이 동안, 게임의 
시작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한 측에서 다른 측으로 지역 장악이 
바뀐다면, 그 지역의 장악 박스에 이 마커 하나를 놓는다(이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측을 나타내는 적절한 앞면으로). 드물게 
플레이어들은 장악 마커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격 마커가 
대신할 수 있고, 장악 박스에 놓는다.

Fire markers(사격 마커): 만약 플레이 동안 한 지역에 있는 한 

유닛이 인접한 지역으로 사격을 한다면, 이 마커를 사격하는 측을 
나타내는 적절한 앞면으로 놓는다.

Turn marker(턴 마커): 이 마커는 현재 턴을 나타내기 위해 
게임 턴 트랙에 놓는다.

2.2 Game Map
게임 맵은 가로 21인치, 세로 14인치 2장의 맵 시트로 프린트되어 
있고, 한 줄로 맞추어 평평한 면에 펼쳐 놓는다.

2.2.1 Areas
게임 맵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맵에 표현되는 2가지 
유형인 일반 지역과 ferry landing box(수상 증원 박스)가 있다.

General Areas(일반 지역): 일반 지역은 지형에 대한 방어 값과 
게임의 시작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측을 나타내는 지역 장악 
박스가 있는 지역 이름을 포함한다. 방어 값이 3인 지역은 
게임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역이다. 역시 그 
지역에 대해 확인 문자를 포함한다(유닛 설정에 대해 사용된다).

Mamayev Kurgan(마마예프 쿠르간, 설정 지역 G)인 한 지역을 
장악하는 측은 추가 tactical card(전술 카드)를 받을 수 있다(5.1 확인).

Ferry landing boxes(수상 증원 박스): 수상 증원 박스들은 
소련 증원이 도착할 때 놓이는 지역이다.

2.2.2 Charts and Boxes
Game Turn Track(게임 턴 트랙): 턴 마커는 현재 턴 수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놓는다(4.0 확인).

Eliminated Unit Box(제거 유닛 박스): 파괴된 유닛들은 이 
박스에 놓는다(9.0 확인).

Tactical card box: 각 플레이어의 카드 스택은 이 박스 중 
하나에 놓는다.



2.3 Tactical Cards
55장의 덱은 독일 전술 카드 27장과 소련 전술 카드 27장, 추가로 
Proof of Purchase(구매 증명, 게임에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카드 
1장을 포함한다. 모든 독일 카드 한 묶음과 다른 모든 소련 카드 한 
묶음으로 2 스택으로 나눈다. 카드의 앞쪽 색상으로 카드들을 구분할 
수 있다(독일 카드들은 앞쪽에 파란색, 소련 카드들은 앞쪽에 
빨강색을 가진다).

3.0 Setup
독일 측과 소련 측 중에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양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련 플레이어가 장악할 3의 방어 값이 있는 지역의 최소수를 
적어둔다(이 값은 최소 한 개가 되어야만 한다). 양 플레이어는 
동시에 입찰값을 공개하고, 더 큰 수를 쓴 플레이어가 소련 
플레이어가 된다. 그는 승리를 하기 위해 6 턴의 끝에 방어 값이 3인 
이 최소 지역 수만큼(입찰 값 만큼) 장악해야만 한다. 만약 양 
플레이어가 같은 수를 적었다면, 어느 측을 할지 서로 동의하거나 
주사위 굴림을 하여 결정한다. 우리는 처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2 또 3의 입찰값을 제안한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유닛을 카운터에 주어진 해당 지역 또는 그 유
닛이 증원으로 도착하게 될 턴 수에 따라 윗면(fresh 면)으로 배치한
다. 3 개의 소련 유닛은 설정 영역이 L이고 모든 수상 증원에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한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들을 섞고, 그들 각각의 전술 카드 박스가 
있는 보드 위에 뒷면(색상 면)으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게임 턴 트랙에 있는 턴 1 박스에  턴 마커를 놓는다.

4.0 Sequence of Play
게임은 6 턴으로 진행된다. 각 턴마다 다음 순서가 수행된다.:

각 플레이어는 게임 턴 트랙에 있는 자신의 측 카드 수에 따라 
카드들을 가지고 온다(5.1 확인).

양 플레이어는 번갈아 가며 impulse(임펄스)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독일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첫 번째 임펄스를 가진다(6.0 확인).

한 플레이어가 그의 임펄스에 대해 어떤 액션들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Pass(패스)”를 할 수 있다. 만약 한 플레이어가 액션을 
수행할 유닛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의 손에 남아 있는 카드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패스가 된다.

양 플레이어가 즉시 그들의 임펄스를 잇달아 패스를 했을 때, 그 
턴은 종료 페이즈로 들어간다.

종료 페이즈 동안, 독일 플레이어가 먼저 카드들을 버릴 수 있다(5.3 
확인). 다음으로 모든 유닛들을 “fresh” 면인 윗면으로 뒤집는다. 
모든 사격 마커들은 맵에서 제거된다. 양 플레이어는 턴에 대한 
자신의 증원을 받고, 독일 플레이어가 먼저 해당 지역 내에 그것들을 
배치한다(10.2 확인). 턴은 이때 끝난다. 만약 현재 턴이 6 턴이라면, 
게임은 끝나고, 그렇지 않다면, 턴 마커는 게임 턴 트랙에서 한 칸 
전진하며, 플레이 순서는 반복된다.

Play note: 3 턴의 종료 페이즈 동안, 독일 플레이어는 적절한 
유닛들을 후퇴시켜야만 한다(10.4 확인).

5.0 Tactical Cards
5.1 Receiving Cards
매 턴 시작에, 각 플레이어는 게임 턴 트랙에 표시되어 있는 적절한 
값만큼 자신의 카드 스택에서 자신의 손으로 카드들을 가져온다. 
거기엔 소련 플레이어에 대해 한 값이 있고, 독일 플레이어에 대해 
다른 값이 있다. 추가로 매 턴, Mamayev Kurgan을 장악하는 그 
플레이어는 1 증가되는 인쇄된 값을 가진다.

5.2 Playing Cards
카드 플레이 때, 카드에 주어진 모든 지시가 일반 규칙 보다 
우선하고, 만약 그 카드가 어떤 특수한 규칙들이 없다면, 일반 규칙을 
적용한다.

카드 문구가 “For your impulse...(당신의 임펄스에 대해)” 혹은 “As 
your impulse...(당신의 임펄스처럼)”로 시작한다면, 그 카드의 
효과들을 수행하고, 플레이어의 전체 임펄스로 계산한다. 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임펄스에서 이 유형의 카드 한 장 만을 플레이할 수 있다.

다른 카드들은 어떤 플레이어의 임펄스에 관계없이 카드의 제한이 
충족될 때, 플레이할 수 있다. 여러 카드와 함께 플레이되는 몇몇 
카드들이 있다. 이들 카드들은 Defensive Fire(방어적 사격), 
Anti-Tank Guns(대전차 포), Mines(지뢰), Rubble(잔해), Dive 
Bombing(급강하폭격) 그리고 Engineer Support(공병 지원)이다.

대전차 포, 잔해 그리고 공병 지원의 카드 효과는 누적된다. (Play 
note: 잔해 카드 1장은 그 지형의 방어 값이 두 배가 되고, 2장은 
방어 값이 3배가 되고, 3장 모두는 방어 값을 4배로 높인다.) 방어 
사격, 지뢰 그리고 급강하폭격의 각 카드인 경우, 개별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만약 2장의 폭격 카드가 플레이 된다면, 첫 번째로 
한 장을 해결하고, 두 번째 한 장을 해결한다.

만약 독일 플레이어가 Overrun 카드를 플레이하고, 소련 플레이어가 
Mine 카드(독일 플레이어는 Mine 카드를 무효화하기 위해 Sniper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다)를 플레이하는 지역 안으로 이동한다면, 
모든 독일 유닛들은 “spent” 면으로 뒤집고, Mine에 의해 
공격받는다. 그 독일 유닛들은 사격할 수 없다.

만약 독일 플레이어가 Overrun 카드를 플레이하고, 소련 플레이어가 
Defensive Fire 카드(독일 플레이어는 Defensive Fire 카드를 
무효화하기 위해 Sniper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다)를 플레이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독일 유닛들은 소련 유닛들에 사격을 할 수 
있고(그리고 그들을 “spent” 면으로 뒤집는다), 남아 있는 소련 
유닛들은 사용하는 Defensive Fire 카드로 반격 사격을 할 수 있다.

카드가 한 번 플레이되고 나면, 윗면으로 하여 자신의 버린 카드 
더미로 앞에다 놓는다.

5.3 Discarding Cards
종료 페이즈 동안, 만약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 카드들이 있다면, 
버릴 카드를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고, 그의 앞에 버린 카드 
더미에 놓는다. 종료 페이즈 동안 버려지지 않은 카드들은 다음 턴에 
대해 유지되고, 이것들은 앞으로 플레이어의 핸드 사이즈로 계산한다.

5.4 Replenishing Discards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버린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의 버린 카드와 
분리하여 버린 카드를 유지한다. 턴의 시작에 만약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을 채우기 위해 그의 스택에 남아 있는 카드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그의 스택에 남아 있는 카드들과 그의 버린 카드를 합치고, 
새로운 스택을 형성하기 위해 섞는다.

6.0 Impulses
현재 임펄스 플레이어는 자신의 임펄스에 대해 다음의 액션들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6.1 Unit Actions
플레이어가 한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신 측의 윗면 
(“fresh”)인 모든 유닛들은 액션으로 이동(7.0 확인) 혹은 사격을 
수행할 수 있다. 소련 플레이어는 그 액션을 수행하는 지역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fresh 유닛들을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다. 독일 
플레이어는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fresh 상태의 독립 
유닛들에 더해서 같은 사단으로부터 fresh 유닛들의 일부 혹은 
전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기억할 것은 그 유닛 기호는 독일에 대해 



사단에 따른 색상 코드가 있고, 같은 사단의 유닛들을 함께 쌓아 
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모든 유닛들은 정확히 같은 액션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같은 지역으로 모두 사격을 
하거나 혹은 같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Overrun 카드는 이 
제한을 바꿀 수 있다).

유닛들이 한번 액션을 수행하고 나면, 그들은 “spent” 면으로 
뒤집는다.

한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 유닛들의 몇몇만이 액션에 참여하고, 
임펄스에 대해 액션에 참여하지 않은 것들은 뒤집지 않는다.

6.2 Card Actions
만약 한 플레이어가 “For your impulse...” 혹은 “As your 
impulse...”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가진 한 카드를 플레이한다면, 이 
카드는 전체 임펄스에 대해 그의 액션으로 계산한다.

7.0 Movement
유닛들은 카운터에 이동 값과 같은 이동 점수를 가진다. 만약 한 
유닛이 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이동 점수가 불충분하다면,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인접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동 1점을 소비한다. 만약 
들어가는 지역에 현재 적이 장악하는 지역 및 최소 적 유닛 하나를 
포함한다면, 추가로 이동 1점을 소비한다. 만약 현재 적이 장악하는 
지역 및 최소 적 유닛 하나를 포함하는 지역을 벗어나게 된다면, 
추가로 이동 1점을 소비한다.

이동 점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이동이 이루어진 순간 이동의 
모든 영역마다 별도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만약 독일 유닛이 소련 
유닛이 없는 인접한 소련 장악 지역에 들어간다면, 이동 2점을 
소비해야한다. 독일 유닛이 그 지역에 한 번 들어가면, 장악은 독일 
플레이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그 유닛이 계속 이동한다면, 적이 
장악한 지역을 떠나기 위해 추가 이동 점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같은 임펄스로 이동 액션을 스택으로 수행하는 모든 유닛들은 시작 
지역으로부터 도착 지역까지 함께 이동해야만 한다(Overrun 카드는 
이 경우에서 제외된다). 만약 그 유닛들이 다른 이동 값을 가진다면, 
그 스택은 가장 낮은 이동 값과 같은 이동 점수를 가진다.

만약 독일 플레이어가 Overrun 카드를 플레이한다면, 그는 유닛들의 
스택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이 사격을 하고 난 후나 혹은 전에 다른 
지역으로 그들을 이동한다.

각 플레이어는 언제든 같은 지역에 10 유닛까지 가질 수 있다. 한 
지역에 10 유닛 이상의 결과가 되는 이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한 플레이어가 그곳에 8 유닛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는 
그 지역을 3 유닛인 스택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통과하는 이동을 할 
수 없다.

그 유닛들이 한번 이동을 끝냈다면, 그들은 “spent” 면으로 뒤집는다.

각 임펄스에서 유닛들의 스택이 아닌 한 유닛만이 수상 증원 
박스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예
오른쪽 예에서 소련 플레이어는 그의 임펄스로 인접한 지역으로 혼자 
있는 유닛을 이동할 수 있다. 빈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 1점
이 소비해야한다. 만약 그 소련 유닛이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이
동을 가진다면, 이동 2점을 소비해야한다(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 1점
을 더해서 적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1점). 마지막으
로 만약 그 소련 유닛이 spent 독일 유닛들을 포함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가진다면, 이동 2점을 역시 소비해야한다(그 지역으로 이동하
는데 1점을 더해서 독일 유닛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점). 이 지역이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이더라도, 적이 장악하거나 혹
은 적 유닛들에 대해 이동 1점을 추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이
동해 가는 것으로 2 MP만을 소비한다. 만약 그 지역이 적 유닛들을 
포함하고 적이 장악한다면, 이것에 대해 추가 효과는 없다.

혼자 있는 소련 유닛이 이동하는 대신에, 그 소련 플레이어는 독일 
유닛들을 포함하는 그 지역에 있는 소련 유닛 2개를 이동하기 위해 
그의 임펄스를 결정할 수 있다(그는 원한다면 이 유닛들 중 하나만 

이동하기 위해 역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2개 유닛이 임펄스에 대
해 함께 액션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동을 해야
만 한다. 만약 그들이 독일 유닛들 혹은 독일 장악 마커를 포함하지 
않는 그 지역 중 하나로 이동을 한다면, 이동 2점을 소비할 수 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1점을 더해서 독일 유닛들을 포함한 지
역을 떠나기 때문에 1점).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 이동 3점을 소비해야한다(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점을 더
하고, 독일 유닛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는데 대해 1점을 더해,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을 들어가는 위해 1점). 소련 유닛들이 스택으로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 스택은 2번째 예에서 가장 낮은 이동 값을 가진 
그 유닛과 같은 이동 점수를 가진다. 그래서 그 스택은 독일이 장악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충분한 이동 점수를 가질 수 없다.

8.0 Fire
사격은 1 이상의 화력을 가진 유닛들 혹은 직접적인 카드로 인해서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유닛들의 스택이 사격을 한다면, 그들은 같은 
지역으로 모든 사격을 해야만 한다.

8.1 Fire From a Unit
한 유닛 혹은 한 스택의 사격은 그 유닛 혹은 그 스택이 들어가는 
같은 지역에 있는 적 유닛들  혹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적 유닛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그들은 수상 증원 박스에 있는 유닛에 
대해 사격을 할 수는 없다). 만약 유닛들이 적과 아군 유닛들을 
포함하는 한 지역으로 사격을 한다면, 그 사격은 어떤 방법으로든 
아군 유닛들에게 효과는 없다.

인접한 지역으로 사격을 한다면, 사격 마커는 사격하는 측을 
표시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 기호를 윗면으로 사격하는 유닛의 지역에 
배치한다. 만약 Russian Ammo Shortage 카드가 플레이 된다면, 
사격 마커는 배치되지 않는다.

한 유닛이 한 번 사격을 가진다면, “spent’ 면으로 뒤집는다.

8.2 Fire from a Tactical Card
만약 카드로 인한 사격을 하게 된다면, 카드에 인쇄된 것을 
직접적으로 따른다. 카드가 한 번 해결되고 나면, 버린 카드 더미에 
놓는다.

8.3 Sequence of Resolving Fire
사격은 3개의 스텝으로 해결된다. 우선 공격 점수를 결정하고, 방어 
점수를 결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피해 점수를 결정하고 적용된다.

8.3.1 Determining Attack Points
공격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주사위 2개를 굴리고, 그들의 값을 
함께 더한다. 이 수에 사격한 모든 유닛들의 화력 값의 총합을 
추가한다.



8.3.2 Determining Defense Points
방어 점수는 목표 지역에 있는 지형 방어 값을 더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격 받는 단일 유닛의 가장 큰 방어 값과 같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것들을 적용한다면, 그 지형에 대한 방어 값은 
무시된다.

사격 받는 그 유닛들이 사격하는 유닛들과 같은 지역에 있다.

사격 받는 그 유닛들이 목표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만약 목표 지역에 사격 받는 측이 가지는 사격 마커가 있다.

8.3.3 Determining Damage Points
피해 점수는 공격 점수에서 방어 점수를 뺀 값과 같다. 만약 피해 
점수가 제로 혹은 더 작다면, 사격 받는 그 유닛들은 피해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피해 점수가 1 이상이라면, 사격 받는 그 
유닛들은 피해 점수만큼 적용해야만 한다(가능하다면).

사격과 피해 예
아래의 예에서 소련 유닛 2개는 그들의 임펄스를 함께 수행하고, 
3개의 독일 유닛을 포함하고,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사격할 
것이다. 공격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소련 플레이어는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소련 유닛 2개의 화력을 더한다(이 경우 총 화력은 4이다). 
소련 플레이어는 11을 굴렸기 때문에 공격 굴림의 총 합은 15이다. 
독일 유닛에 대한 방어 점수는 12이다. 가장 높은 방어 값을 가진 
독일 유닛은 9이고, 그 지역은 독일이 장악하고 있고, 거 지역에는 
독일 사격 마커가 없고, 그 소련 유닛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의 방어 값은 그 방어 값에 추가된다. 이 
예에서 그 지역의 방어 값은 3이다. 9에 추가하여 총 12의 방어 
점수를 가진다.

피해 점수를 이제 계산하면 3이 된다(15–12=3). 독일 플레이어는 그 
점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고, 결정에는 여러 선택이 있다. 그는 
“fresh” 유닛들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이것은 모든 3점의 피해를 
없앤다). 그는 그들의 “spent’ 면으로 2개의 ”fresh” 유닛을 뒤집을 
수 있고, “spent” 한 유닛을 후퇴시킬 수 있다(이들의 각각은 피해 
1점을 없앤다). 혹은 그는 spent 유닛 하나를 제거하고, “fresh” 
유닛들 중 하나를 “spent” 면으로 뒤집는다.

만약 독일 플레이어가 그의 유닛들 중 어떤 것을 후퇴한다면, 그들은 
적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 곳 중에 하나 혹은 그가 장악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예들 들어 만약 우리가 보이는 지역들로만 
고려한다면, 후퇴 지역으로 2곳이 가능하다. 유닛이 없는 소련이 
장악하는 지역 혹은 독일과 소련 유닛을 포함한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이다. 독일 플레이어는 가장 적은 적 유닛을 포함하는 지역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소련이 장악하고 유닛이 없는 
지역으로 그의 유닛들을 후퇴할 것이다. 한 번 후퇴를 완료하고 나면, 
후퇴한 그 지역은 소련 유닛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장악하게 된다.

이제 소련 사격 마커는 사격한 유닛을 포함하는 그 지역에 배치된다.

9.0 Applying Damage Points
피해 점수를 받았을 때, 사격을 받은 그 유닛들의 소유주 플레이어는 
목표 지역에 있는 그의 유닛들에 모든 피해 점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그의 피해 점수는 모든 점수가 성공적으로 적용을 할 때까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적용한다.

1 point

윗면(“fresh”) 유닛을 뒷면(“spent”)로 뒤집는다.

혹은

뒷면(“spent”) 유닛을 인접한 지역으로 후퇴한다.

2 point

뒷면(“spent”) 유닛을 제거 유닛 박스로 이동한다.

혹은 

윗면(“fresh”) 유닛을 뒷면(“spent”)로 뒤집고, 인접한 지역으로 
후퇴한다.

3 point

윗면(“fresh”) 유닛을 제거 유닛 박스로 이동한다.

만약 한 카드가 사격하는 플레이어에게 피해 점수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면, 사격하는 플레이어는 특정 적 유닛들에게 피해 점수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독일 플레이어가 2개의 소련 유닛에 대해 
피해 3점을 준다면, 그는 한 유닛에게 모든 3점 혹은 한 유닛에 
2점과 다른 것에 1점을 지정할 수 있다.

9.1 Application(적용)
피해를 받는 유닛들을 소유한 플레이어가 어떻게 피해를 적용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동안, 가능한 한 모든 피해 점수는 적용되어야만 
한다. 만약 적용 가능한 피해 보다 받은 피해 점수가 더 많다면, 
추가 점수는 무시된다. 예를 들어 만약 윗면인 한 유닛만을 포함하는 
한 지역에 적용할 피해 점수가 5점이라면, 3점은 제거 유닛 박스로 
이동하기로 적용하고, 남은 2점은 무시된다.

9.2 Retreats
모든 후퇴는 후퇴하는 그 유닛의 측이 장악하는 인접한 지역 혹은 적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 인접한 지역으로 해야만 한다. 만약 그와 같은 
가능한 지역이 없다면, 그 후퇴해야하는 유닛은 제거 유닛 박스로 
이동된다.

후퇴할 때, 만약 후퇴 목표지역으로 여러 군데가 가능하다면, 선택한 
그 지역은 가장 적은 적 유닛을 포함하는 곳이다(같은 조건이라면, 
후퇴하는 플레이어는 그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거기가 유닛이 후퇴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이라면, 그 후퇴하는 
플레이어는 각 유닛이 갈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유닛들은 모두 
같은 지역으로 갈 필요는 없다.

만약 후퇴 결과로 한 지역에 10개 보다 더 많은 측의 유닛이 있게 
된다면, 그 후퇴하는 유닛들은 수용할 수 없는 후퇴하는 유닛들은 
위에서 언급한 같은 순서로 다시 후퇴한다. 만약 다음 지역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 후퇴해야만 한다. 한 유닛은 사격 
액션의 목표였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 후퇴할 수는 없다. 만약 그 
유닛들이 후퇴를 위해 배치될 합법적인 곳이 없다면, 그들은 제거 
유닛 박스로 이동된다.

10.0 Reinforcements and 
Withdrawing Units

10.1 Reinforcement units
플레이어들은 턴의 종료 페이즈 동안 증원을 받는다. 유닛들은 
그들의 카운터에 표시된(유닛 기호의 오른쪽에) 턴 수에 따라 
증원으로 도착한다.

10.2 Placing Reinforcements Units
독일 플레이어는 먼저 독일이 장악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소련 
유닛들이 있더라도 증원 유닛들을 배치한다. 한 지역에 한 측 당 
10개 유닛의 제한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만약 그는 그의 
유닛들을 배치하기 위한 유효한 지역이 없다면, 그들은 제거 유닛 
박스로 배치된다.

소련 플레이어는 수상 증원 박스로 그의 증원 유닛들을 배치해야만 
한다. 만약 소련 플레이어가 여전히 이전 턴에서 수상 증원 박스에 
여전히 증원 유닛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닛들은 다른 수상 증원 
박스로 이동해야만 한다.



10.3 Ferry landing boxes
수상 증원 박스에 있는 유닛들은 일반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어떤 유닛들도 다른 지역에서 수상 증원 박스로 들어가거나 후퇴할 
수 없다.

수상 증원 박스는 유지할 수 있는 소련 유닛들의 수에 대해 제한을 
가지지 않는다.

각 임펄스에서 유닛들의 스택이 아닌 한 유닛만이 수상 증원 
박스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상 증원 박스에 있는 유닛들은 카드 혹은 어떠한 사격으로 목표될 
수 없다.

10.4 German Unit Withdrawal
배경이 회색이 아닌 검은색인 독일 유닛들은 3 턴의 종료 페이즈 
동안 게임 맵에서 제거(remove)된다.

만약 철수하는 유닛이 이미 제거 유닛 박스에 있다면, 대신에 맵에 
있는 같은 유형의 다른 어떤 독일 유닛을 독일 플레이어가 
제거(remove)해야만 한다. 만약 같은 유형(예로 infantry, armor 
등등)의 유닛들이 없다면, 독일 플레이어는 대신에 다른 독일 유닛을 
제거(remove)해야만 한다. 독일이 철수를 만족할 만한 플레이에 남아 
있는 충분한 유닛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독일 플레이어는 즉시 
게임에서 패배한다.

11.0 Control of Areas
게임의 시작에 각 지역의 장악은 맵에 있는 지역 장악 박스에 
프린트된 마커로 표시된다. 각 지역은 독일 장악 혹은 소련 장악으로 
시작한다.

게임 턴 중 아무 때나 만약 한 지역을 장악하는 그 플레이어가 그 
지역에 한 유닛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상대가 그 지역에 최소 한 
개의 유닛을 가진다면, 장악은 즉시 상대측에게 넘어간다. 만약 그 
박스에 장악 마커가 없다면, 그 지역 장악 박스에 장악 마커를 
놓거나, 혹은 만약 그 지역 장악 박스에 현재 장악 마커가 있다면, 
장악 마커를 제거한다.

Play Note: 만약 한 유닛이 적이 장악하는 빈 지역으로 들어가고, 
Mine 카드의 플레이로 강제 후퇴 혹은 제거 된다면, 그 지역 장악은 
변경되지 않는다.

12.0 Victory conditions
6 턴의 끝에 만약 소련 플레이어가 게임의 시작에 그가 입찰한 방어 
레벨 3인 지역의 최소수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소련 플레이어는 
승리한다. 그렇지 않다면, 독일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Overrun 예
오른쪽의 예에서 독일 플레이어의 임펄스다. 그는 Overrun 카드를 
플레이하고, 그가 이동하고 사격할 수 있는 곳에서 카드에 있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 독일 플레이어는 제94 사단인 다섯 개 유닛과 
독립 armor 유닛(제244 연대)으로 액션을 수행한다. 액션의 
제한으로 독일 플레이어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단에 속해 있는 
제100 사단의 유닛을 활성화할 수 없다. 독일 플레이어는 소련 
플레이어에게 Overrun 카드에 대응할 시간을 준다. 소련 플레이어는 
지금은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독일 플레이어는 단일 소련 유닛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제94 
사단으로부터 3개의 유닛을 한 스택으로 이동하고, 다른 3개의 
유닛을 한 스택으로 2개의 소련 유닛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한다. 
2개의 스택이 이동을 완료했기 때문에 소련 플레이어는 2장의 카드를 
플레이한다. 단일 소련 유닛이 있는 그 지역에 그는 Mine 카드를 
플레이하고, 다른 지역에는 Defensive Fire 카드를 플레이한다. 독일 
플레이어는 Sniper 카드로 Mine 카드를 무효화하기 위해 시도한다. 
소련 플레이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Sniper 카드로 대응한다. 
이것은 sniper 대결로 시작한다. 양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독일 플레이어는 4를 굴리고, 소련 플레이어도 4를 굴렸기 
때문에 소련 플레이어는 sniper 대결에서 승리하고, 양 Sniper 
카드는 그들 각자의 버린 카드 더미로 배치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두 스택이 두 지역으로 이동했고, 하나는 Mine 카드에 직면했고, 
다른 것은 Defensive Fire 카드에 직면한다.

먼저 Mine 카드로 그 지역을 보호하면, 독일 유닛들의 그 스택은 
즉시 그들의 “spent” 면으로 뒤집는다(그리고 Overrun의 한 
부분으로 사격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 플레이어는 이제 
주사위 2개를 굴린다. 그는 6을 굴린다. 이 의미에서 독일 플레이는 
4를 빼면 그의 유닛에 피해 2를 지정한다. 그는 “spent” 유닛들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혹은 “spent” 유닛 2개를 후퇴할 수 있다. 그는 
소련이 장악하는 지역에 한 유닛을 남겨두고, 그들의 액션을 가졌던 
그 지역으로 2개의 유닛을 후퇴하기로 선택한다.

다른 지역에서 방금 이동한 독일 유닛들은 Defensive Fire 카드가 
해결되기 전에 사격을 가진다. 독일 플레이어는 주사위 2개를 굴리고 
5의 결과를 얻는다. 이것에 그는 5(그의 화력 값의 총합)를 더하고, 
공격 점수로 총합 10점을 얻는다. 소련 플레이어는 소련 유닛과 같은 
지역에 사격하는 독일 유닛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지형의 방어 값을 
얻지 못해 방어 9점을 가진다. 그 소련 플레이어는 적용할 피해 
1점을 가지고, 그 유닛을 “spent” 면으로 그의 유닛들 중 하나를 
뒤집는다. 모든 독일 유닛들은 그들의 “spent” 면으로 이제 
뒤집는다. 남아 있는 “fresh” 소련 유닛은 Defensive Fire 카드를 
사용하여 이제 반격 사격을 한다. 그 소련 플레이어는 주사위 2개를 
굴리고 10의 결과를 얻는다. 이것에 2를 더해 12 공격 점수를 
얻는다. 독일 플레이어는 11 방어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독일 
플레이어는 피해 1점을 지정한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한 유닛을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그 지역에 있는 그의 3개 유닛은 이미 spent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제94 사단에서부터 그것이 시작한 그 
지역으로 후퇴를 한다. 이 스택을 해결한 후, 소련 유닛은 Defensive 
Fire 카드에 설명되어 있는 데로 spent 되지 않는다.

플레이한 모든 카드들은 이제 각자의 버린 카드 더미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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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6]Heavy Artillery Support(중포병 지원): 아군이 장악 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 지역에 화력 10으로 간접공격을 할 수 
있다.

[3]Level Bombing(수평 폭격): 아무지역이나 화력 8로 간접공격을 
할 수 있다. 발생된 피해를 공격자가 유닛별로 할당 할 수 있다.

[2]Dive Bombing(급강하 폭격): 아무지역이나 화력 6으로 
간접공격을 할 수 있다. 발생된 피해를 공격자가 유닛별로 할당 할 
수 있다. 임펄스의 주행동의 전이나 후에 별개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 제한도 없다.

[3]Overrun(초월공격): 활성화된 부대로 공격 후 이동 또는 이동 
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동력 제한은 똑같이 적용되며 활성화된 
부대의 분산이동이 가능하다.

[3]Russian Ammo Shortage(소련군 탄약부족): 소련군의 공격 
하나를 취소시킬 수 있다.

[2]German Command Coordination(독일 지휘부): 독일군의 
공격 주사위를 다시 굴림을 할 수 있다.

[2]Sniper(저격수): 상대가 사용한 카드 하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스나이퍼 카드에 대해 스나이퍼 카드로 대응한 경우엔 
양측이 주사위를 굴려 높은 쪽이 승리한다. 동률일시는 소련 측 
승리

[3]Engineer Support(공병 지원): 소련이 사용한 
Mine(지뢰)카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는 적의 간접공격에 
대해 지형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3]Pioneers(전투 공병): 간접공격(유닛, 포병/폭격카드)시 같이 
사용하면 적의 지형효과를 없앨 수 있다.

소련군

[2]Artillery Support(포병 지원): 독일카드와 동일하지만 화력이 6.

[1]Rockets(로켓): 포병카드와 동일하지만 화력이 8.

[2]Sewer Movement(하수관 이동): 임펄스(적군 아군 무관) 중 
어느 시점이라도 사용가능 부대유닛 하나를 뒤집지 않고서 옆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력제한 안받음.

[3]For the Motherland!(조국을 위해): 턴 시작 때 사용해서 
소련이 먼저 임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또는 턴 중간에 사용해서 
두 번의 임펄스를 연속으로 소련이 할 수 있다.

[1]Chuikov Rallies the Troops(추이코프의 증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주사위 하나를 굴려 주사위 숫자만큼의 뒤집혀있는 
부대를 회복시킨다.

[4]Defensive Fire(방어 사격): 자신의 임펄스에 사용하면 부대를 
뒤집지 않고서 공격을 한번 할 수 있다. 상대 임펄스 때 사용하면 
이동해 온 부대에 대해서 부대를 뒤집지 않고 사격할 수 있으며 
여러 장의 반복 사용도 가능하다. 독일의 Overrun 카드에 대해서 
대응카드로 사용했을 때에는 Overrun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 방어 
사격을 하게 된다.

[3]Anti-tank Guns(대전차포): 소련군의 공격에 대해 화력 +3을 
해준다. 여러 장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포병지원이나 
로켓지원과 같이 사용은 할 수 없다.

[2]Anti-aircraft Guns(대공포): 항공 공격카드 하나를 막을 수 
있다. 

[2]Sniper(저격수): 독일카드와 동일

[3]Rubble(잔해): 적의 간접공격에 대해 지형효과를 받을 경우 
지형효과가 두 배가 된다.

[2]Heroes of the Red Army(붉은 군대의 영웅들): 아무 전투 
주사위(독일군 포함)를 재굴림 할 수 있다.

[2]Mines(지뢰): 독일군의 이동에 대해 대응카드로 사용 주사위 둘 
빼기 4의 데미지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