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abama Railways, Antebellum Louisiana

& Four Corners
번역: 펑그리얌 (seongyo.lee@gmail.com)

아래에�언급한�규칙�외에는� Age� of� Steam� 또는� STEAM의�기본�규칙을�따릅니다.

1. Alabama Railways (2 player)
알라바마의� 철도는� 주요�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불행히도,� 그� 농촌� 지역은� 그들의� 상품들

에�대해�전액을�지불할�여력이�없습니다.

설정

게임에서�노란색과�자주색�큐브를�제거합니다.

노란색,� 보라색�및� 회색� 도시�두�개를� 게임에서�제거합니다.� (Steam�적용)

신도시� E,F,G,H를� 게임에서�제거합니다.� (AoS� 적용)

보드의�각� 도시에� 3� 개의� 무작위� (빨강,� 파랑� 또는�검정)� 큐브를�놓습니다.

상품�성장� 공간에� 3� 개의� 무작위� (빨강,� 파랑� 또는�검정)� 큐브를�놓습니다.� (Steam� 적용)

상품�보드의�밝은�숫자의�도시�란에만� 3개의�무작위�상품을�놓습니다.� (AoS� 적용)

신도시� A의�상품� 란에는�빨간색�상품을�올릴� 수� 없습니다.� (AoS� 적용)

신도시� B의�상품� 란에는�파란색�상품을�올릴� 수� 없습니다.� (AoS� 적용)

턴�순서�입찰� :� 2등� 플레이어는�입찰�비용을�지불하지�않습니다.� (AoS� 적용)

이용�가능한�액션

이용�가능한�액션은�도시화,� 기관차(링크)� 및� 도시� 성장�조치입니다.� (Steam� 적용)

이용�가능한�액션은�도시화,� 기관차(링크)입니다.� (AoS� 적용)

선로�건설� :� 마을� 헥스�내로� 지나가는�강은�무시합니다.� (AoS� 적용)

상품�수송

상품�수송을�완료하면�해당�상품� 수송에�대해� 받은� 링크� 수입(� Steam은� 수입� 또는� 승점을�결정)은� 배송에�사용

한�총� 링크�수보다�하나�적게� 얻습니다.� 갈색�도시에는�상품을�배송할�수� 없습니다.�

상품�하나를�두�플레이어의�선로를�이용해�수송한다면�활성�수송�플레이어가�어떤�플레이어가�해당�수송에�대한�

링크�수입(Steam은�수입� 또는� 승점을�결정)를� 적게� 받을지�결정합니다.

도시�성장� :� 주사위� 3개를�굴려� 결정합니다.� (AoS� 적용)

게임�종료� :� 8� 라운드를�마친�후�종료합니다.



2. Antebellum Louisiana (2 player)
남북� 전쟁� 직전에� 루이지애나� 전역에� 철도가� 생겨났습니다.� 철도가� 성장함에� 따라� 철도를� 따라� 마을들이� 생겨났

으며�일부는�도시로�발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철도와�마을을�신속하게�만드는�것은� 당신에게�달려�있습니다.

설정

게임에서�노란색과�보라색�큐브를�제거합니다.

노란색,� 보라색�및� 회색� 도시�두�개를� 게임에서�제거합니다.� (Steam�적용)

신도시� E,F,G,H를� 게임에서�제거합니다.� (AoS� 적용)

Shreveport와� New� Orleans에� 5� 개의�무작위� (빨강,� 파랑�또는� 검정)� 큐브를�놓습니다.

도시�성장� 공간에� 3� 개의� 랜덤� (빨강,� 파랑� 또는� 검정)� 큐브� 세트를�배치합니다.� (Steam�적용)

상품�보드의�밝은�숫자의�도시�란에만� 3개의�무작위�상품을�놓습니다.� (AoS� 적용)

턴�순서�입찰� :� 이전� 턴의�선�플레이어는�첫� 입찰에서�누락됩니다.� (2등�플레이어가�먼저�입찰)� (AoS� 적용)

이용�가능한�액션

이용�가능한�액션은�도시화,� 기관차(링크)� 및� 도시� 성장�입니다.� (Steam�적용)

이용�가능한�액션은�도시화,� 기관차(링크)입니다.� (AoS� 적용)

도시�성장� 시� 상품� Shreveport와� New� Orleans에� 확인� 마커를�놓지� 않습니다.� (지속� 성장�가능)� (Steam� 적용)

마을�건설

선로를� 건설하는� 동안� 플레이어는� 자신이� 건설한� 선로� 위에� 각각� $� 3의� 수수료로� 하나� 이상의� 새로운� 마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전� 턴에� 건설한� 선로에� 건설하더라도)� 선로� � 타일� 건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3는� 선로�

건설비용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추가비용입니다.� 새로운� 마을은� 기존의� 마을이나� 도시와� 인접한� 칸에� 놓을� 수� 없

습니다.� 플레이어가� Urbanize� 액션을�가지고� 있다면�그는� 마을을�도시화�할� 수� 있습니다� ($� 3� 수수료를�지불한�

방금�놓은� 새로운�마을� 포함).

도시�성장� :� 주사위� 3개를�굴려� 결정합니다.� (AoS� 적용)

게임�종료� :� 8� 라운드를�마친�후�종료합니다.

3. Four Corners (3-5 player)
미국의� 귀퉁이� 지역� 4곳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거주자에게� 물품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영토를�

연결해야� 한다는� 도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당신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입니

다.� Four� Corners는� AoS� 또는� 스팀� 플레이어를� 위한� 훌륭한� 초보자용� 지도이며,� 네� 가지� 색의� 큐브로� 한� 세트

를�완성할�때마다�보너스를�얻습니다.

설정� :� 각� 도시에�무작위로�상품�큐브� 2개씩을�배치합니다.

상품�수송

상품�큐브를�수송했을�때,� 플레이어는�해당�큐브를�자신의�앞에� 놓아둡니다.�

플레이어가� 4가지� 다른� 색상의� 큐브를� 얻을� 때마다,� 즉시� 해당� 큐브들을� 주머니로� 되돌리고� 4점의� 추가� 수입�

을� 얻습니다.� (STEAM은�수입과�승점� 중� 플레이어가�택일�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