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술 

: 대상은 [1] 1장을 뽑는다!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최고 시대] 1장을 나
의 손으로 보낸다! 

금속 가공 

: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이 있는]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점수화한 다음에 이 도그마 효
과를 반복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카드를 가진다. 

노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이 있는] 1장
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
게 한다면 대상은 [1] 1장을 뽑는다! 

: 이 요구로 어떤 상대 플레이어도 카드를 
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은 [1] 1장을 뽑는다. 

농업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그 카드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가축화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최저 시
대] 1장을 내려놓는다. 당신은 [1] 1
장을 뽑는다. 

석축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이 있
는]들을 원하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
다. 당신이 4장 이상 내려놓는다면 당
신은 “기념물” 업적을 달성한다. 

옷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당신의 보드
에 없는 색깔 1종류] 1장을 내려놓는다. 
 
:  : 당신의 보드에는 있지만 어떤 상대 플레
이어의 보드에도 없는 카드들의 색깔마다,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항해 

: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
다. 

바퀴 

: 당신은 [1] 2장을 뽑는다. 

도자기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3장
까지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1장 이
상 반납한다면 당신은 [그 카드들의 
개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아서 점
수화한다. 
: 당신은 [1] 1장을 뽑는다. 

도구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3장을 반납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3]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1] 
3장을 뽑는다. 

논술 

: 당신은 [2] 1장을 뽑는다. 

도시국가 

: 대상의 보드에 ■들이 4개 이상 있
다면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
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1] 
1장을 뽑는다! 

법계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종류] 1장을 끼워
넣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카드와 같은 색깔]
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신비주의 

: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내려놓은 다음
에 [1] 1장을 뽑고; 그렇지 않다면 당
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를 가진다. 

건설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카드 2장을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은 [2] 1장
을 뽑는다! 
: 당신이 자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두가 있는 단독 플레이어라면 당신
은 “제국” 업적을 달성한다. 

도로 건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이나 2
장을 내려놓는다. 당신이 2장을 내려놓는
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빨
강]를 상대 플레이어 1명의 보드로 보낼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를 당신의 보드
로 보낸다. 

운하 건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최고 시
대]들 모두를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
는 [최고 시대]들 모두와 맞교환할 수 
있다. 

발효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
신은 [2] 1장을 뽑는다. 

통화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원
하는 만큼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
납하는 카드들의 시대마다, 당신은 
[2]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지도 제작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1] 1
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 이 요구로 아무 상대 플레이어가 1
장 이상 보냈다면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달력 

: 당신의 손보다 점수 더미에 카드들
이 더 많다면 당신은 [3] 2장을 뽑는
다. 

수학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그 카드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유일신교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나의 보
드에 없는 색깔 1종류]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
상은 [1]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 당신은 [1]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철학 

: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들을 왼
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
을 점수화할 수 있다. 

공학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
이 있는]들 모두를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광학 

: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그 카드가 [■이 있는]라면 당신은 [4] 1
장을 뽑아서 점수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당신보다 점수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상
대 플레이어 1명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기계 

: 대상은 대상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
두를 나의 손에 있는 [최고 시대]들 
모두와 맞교환한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이 있
는] 1장을 점수화한다. 당신은 당신
의 [빨강]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의학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고 시대] 1장을 나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저 시대] 1장과 맞교환한다! 

나침반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초
록이 아닌,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
드로 보낸다! 대상은 나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없는] 1장을 대상의 보
드로 보낸다! 

종이 

: 당신은 당신의 [초록이나 파랑]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의 왼쪽으로 펼쳐져 있는 색깔
마다, 당신은 [4] 1장을 뽑는다. 

연금술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3개마다, 당신은 [4] 1장
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들 중 [빨강]가 있다
면 당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들과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두를 반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
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들 모두를 가진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내려놓는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점수화한다. 

번역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
드들 모두를 내려놓을 수 있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가 
[■이 있는]라면 당신은 “세계” 업적
을 달성한다. 

교육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최고 
시대]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고 시대]보다 2가 더 높은 시
대] 1장을 뽑는다. 

봉건주의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이 있는] 
1장을 나의 손으로 보낸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이나 보라]들을 
왼쪽으로 펼칠 수 있다. 

식민주의 

: 당신은 [3]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
다. 그 카드가 [■이 있는]라면 당신
은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한다. 

화약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
이 있는]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
낸다! 
: 이 요구로 아무 상대 플레이어가 1
장 이상 보냈다면 당신은 [2]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해부학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
면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그 카드와 같은 시대] 1장을 반납한
다! 

원근법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점수화한다. 

발명 

: 당신은 당신의 [당신의 왼쪽으로 펼쳐져 있는 
색깔 1종류]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당
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4]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두가 있고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색깔이 아무 방향으로 펼쳐져 있
다면 당신은 “불가사의” 업적을 달성한다. 



항법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2나 
3]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실험 

: 당신은 [5]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
다. 

인쇄기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장
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보라]
보다 2가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기업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보라가 
아닌,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
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4] 1장
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종교 개혁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
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끼
워넣을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이나 보라]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석탄 

: 당신은 [5]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1장
을 점수화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그 카드의 밑]을 점수화한다. 

해적규정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서로 같거
나 다른 4 이하의 시대 1종류] 2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 이 요구로 아무 상대 플레이어가 1장 이
상 보냈다면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이 있는, 최저 시대] 1장을 점수
화한다. 

통계학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최고 시대] 
1장을 대상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
게 하고 대상의 손에 카드가 1장만 있다면 
대상은 이 요구를 반복한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증기기관 

: 당신은 [4] 2장을 뽑아서 끼워넣는
다.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밑, 노랑]를 점수화한다. 

은행업무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 이 
아닌,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
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5] 1장
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측정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들을 
오른쪽으로 펼친 다음에 [당신의 보
드에 있는 [그 색깔]들의 개수와 같은 
시대] 1장을 뽑는다. 

화학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최
고 시대]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
아서 점수화한다.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
미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물리학 

: 당신은 [6] 3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들 중 [서로 같은 색깔]들이 2장 이상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드들과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두를 반납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이 공개하는 카
드들 모두를 가진다. 

천문학 

: 당신은 [6] 1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초록이나 파랑]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내려놓
은 다음에 이 도그마 효과를 반복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카드를 가진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 보라가 아닌]가 
[6 이상의 시대]라면 당신은 “우주” 업적을 달
성한다. 

협회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보
라가 아닌, ■가 있는] 1장을 나의 보
드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5] 1장을 뽑는다! 

산업화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
신은 [6] 1장을 뽑아서 끼워넣는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이나 보라]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공작기계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고 시대]와 같은 시대] 1장을 뽑
아서 점수화한다. 

통조림 제조 

: 당신은 [6] 1장을 뽑아서 끼워넣을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
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이 
없는]들 모두를 점수화한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예방접종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최저 시대]
들 모두를 반납한다! 대상이 1장 이상 반
납한다면 대상은 [6] 1장을 뽑아서 내려놓
는다! 
: 이 요구로 아무 상대 플레이어가 1장 이
상 반납했다면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분류법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
을 공개한다. 당신은 각 상대 플레이
어의 손에서 [그 카드와 같은 색깔]들 
모두를 당신의 손으로 보낸다.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카드와 같은 색깔]들 
모두를 내려놓는다. 

미터법 

: 당신의 [초록]들이 오른쪽으로 펼쳐
져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
류]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원자론 

: 당신은 당신의 [파랑]들을 오른쪽으
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
다. 

백과사전 

: 당신은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고 시대]들 모두를 내려놓을 수 있
다. 

민주주의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원
하는 만큼 반납할 수 있다. 이 도그마 
효과로 당신이 아무 상대 플레이어보
다 카드들을 더 많이 반납한다면 당신
은 [8]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노예 해방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이 그
렇게 한다면 대상은 [6] 1장을 뽑는
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이나 보라]들을 
오른쪽으로 펼칠 수 있다. 

연소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폭약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최고 시대] 
3장을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이 1
장 이상 보내고 대상의 손에 어떤 카
드도 없다면 대상은 [7] 1장을 뽑는
다! 

냉장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카드들의 반 
(소수점 이하 버림)을 반납한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
을 점수화할 수 있다. 

위생시설 

: 대상은 대상의 손에 있는 [최고 시
대] 2장을 나의 손에 있는 [최저 시대] 
1장과 맞교환한다! 

자전거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
두를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들 
모두와 맞교환할 수 있다. 

전기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서 [맨 위, ■
이 없는]들 모두를 반납한다. 당신이 
반납하는 카드마다, 당신은 [8] 1장
을 뽑는다. 

진화 

: 당신은 [8]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 
다음에 당신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1
장을 반납하거나; 또는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최고 시대]보다 1이 더 
높은 시대] 1장을 뽑을 수 있다. 

출판물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색깔 1
종류]들의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이나 파랑]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조명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3장까지 끼워넣을 수 있다. 당신이 끼
워넣는 카드들의 시대마다, 당신은 
[7]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철로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 모두
를 반납한다. 당신은 [6] 3장을 뽑는
다. 
: 당신은 당신의 [당신의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색깔 1종류]들을 위쪽으
로 펼칠 수 있다. 

비행 

: 당신의 [빨강]들이 위쪽으로 펼쳐져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 1종류]
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빨강]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기동성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빨
강이 아닌, ■이 없는, 최고 시대] 2
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
이 1장 이상 보낸다면 대상은 [8] 1
장을 뽑는다! 

항생제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3장
까지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반납하
는 카드들의 시대마다, 당신은 [8] 2
장을 뽑는다. 

고층건물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노랑이 
아닌, ■이 있는] 1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
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 있는 [맨 위, 그 카드와 같은 색깔]
를 점수화한 다음에 대상의 보드에서 [그 
카드와 같은 색깔]들 모두를 반납한다! 

주식회사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초록이 
아닌, ■이 있는]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다! 대상이 그렇게 한다면 대상은 [8]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 당신은 [8]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대중매체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시대 1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각 플레이어
의 점수 더미에서 [그 시대]들 모두를 반
납한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양자론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을 2장
까지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2장을 
반납한다면 당신은 [10] 1장을 뽑은 
다음에 [10]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
다. 

로켓공학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
신은 상대 플레이어 1명의 점수 더미
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한다. 

경험주의 

: 당신은 색깔 2종류를 선택한다. 당신은 [9] 1
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그 카드가 [그 색깔]라면 
당신은 그 카드를 내려놓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은 그 카드를 가진다. 당신이 그 카드를 내려놓
는다면 당신의 [그 카드와 같은 색깔]들을 위쪽
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의 보드에 ■들이 20개 이상 있다면 당신
이 승리한다. 

사회주의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
두를 끼워넣을 수 있다. 당신이 [보라]
를 끼워넣는다면 당신은 각 상대 플레
이어의 손에서 [최저 시대]들 모두를 
당신의 손으로 보낸다. 

합성물 

: 대상은 대상의 손에서 1장을 제외한 
카드들 모두를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최고 
시대] 1장을 나의 점수 더미로 보낸
다! 

핵분열 

: 대상은 [10] 1장을 뽑는다! 그 카드가 [빨강]
라면 대상은 각 플레이어의 손과 보드와 점수 더
미에서 카드들 모두를 게임에서 제거한다! 이것
이 발생한다면 이 도그마 효과는 완료된다! 

: 당신은 아무 플레이어 1명의 보드에서 “핵분열” 
카드가 아닌 [맨 위] 1장을 반납한다. 

생태학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면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
을 점수화한 다음에 [10] 2장을 뽑는
다. 

교외주거지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원하는 만큼 끼워넣을 수 있다. 당신
이 끼워넣는 카드마다, 당신은 [1] 1
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공동작업 

: 대상은 [9] 2장을 뽑아서 공개한다! 대
상은 그 카드들 중 내가 선택하는 카드 1
장을 나의 보드로 보낸 다음에 나머지 카
드를 내려놓는다! 

: 당신의 보드에 [초록]들이 10장 이상 있
다면 당신이 승리한다. 

인공위성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들 모두를 반
납한다. 당신은 [8] 3장을 뽑는다. 
: 당신은 당신의 [보라]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내
려놓은 다음에 그 카드의 요구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컴퓨터 

: 당신은 당신의 [빨강이나 초록]들을 
위쪽으로 펼칠 수 있다.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내려놓
은 다음에 그 카드의 요구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
다. 

유전학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내려놓
는다. 당신은 [그 카드의 밑]들 모두
를 점수화한다. 

서비스업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최고 
시대]들 모두를 나의 손으로 보낸다! 
대상이 1장 이상 보낸다면 대상은 나
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없는] 1장
을 대상의 손으로 보낸다! 

전문화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 1장을 공
개한다. 당신은 각 상대 플레이어의 보드
에서 [맨 위, 그 카드와 같은 색깔]를 당신
의 손으로 보낸다. 

: 당신은 당신의 [노랑이나 파랑]들을 위
쪽으로 펼칠 수 있다. 

소형화 

: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 1장을 
반납할 수 있다. 당신이 [10]를 반납
한다면 당신의 점수 더미에 있는 카드
들의 시대마다, 당신은 [10] 1장을 
뽑는다. 

로봇공학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맨 위, 
초록]를 점수화한다. 당신은 [10] 1
장을 뽑아서 내려놓은 다음에 그 카드
의 요구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
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세계화 

: 대상은 대상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있
는] 1장을 반납한다! 

: 당신은 [6]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어떤 플레이어의 보드에도 ■들보다 ■들
이 더 많이 있지 않다면 점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독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줄기세포 

: 당신은 당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 모
두를 점수화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 대상은 대상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
들의 반 (반올림)을 반납한다! 

셀프서비스 

: 당신은 당신의 보드에 있는 “셀프서비스” 
카드가 아닌 [맨 위] 1장의 요구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 당신 (팀)이 각 상대 플레이어 (팀)보다 
업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 (팀)
이 승리한다. 

생명공학 

: 당신은 상대 플레이어 1명의 보드에서 
[맨 위, ■이 있는] 1장을 당신의 점수 더
미로 보낸다. 

: 아무 플레이어의 보드에 ■들이 3개보다 
더 적게 있다면 자신의 보드에 ■들이 가
장 많이 있는 단독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소프트웨어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은 [10] 2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당신은 당신이 내려놓는 두 번째 카드의 
요구가 아닌 각 도그마 효과를 당신만을 
위해 실행한다. 

인공지능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로봇공학” 카드와 “소프트웨어” 카드가 
아무 플레이어(들)의 보드에 있는 [맨 위]
들이라면 점수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단독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인터넷 

: 당신은 당신의 [초록]들을 위쪽으로 펼
칠 수 있다. 
: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점수화한다. 

: 당신의 보드에 있는 ■ 2개마다, 당신은 
[10] 1장을 뽑아서 내려놓는다. 

기념물 

한 턴 동안 당신이 카드들을 6장 이상 끼워넣거
나; 또는 6장 이상 점수화한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주: 상대 플레이어가 보낸 카드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손과 당
신의 점수 더미에서 맞교환된 카드는 이 업적에 적용되지 않는
다. 

1시대: 선사의 “석축” 카드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제국 

당신의 보드에 아이콘 6종류 모두가 각각 3개 이
상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 ■ 

2시대: 고전의 “건설” 카드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세계 

당신의 보드에 ■들이 12개 이상 있다면 즉시 당
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3시대: 중세의 “번역” 카드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불가사의 

당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두가 있고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색깔이 위쪽이나 오른쪽으로 펼
쳐져 있다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
다. 

4시대: 르네상스의 “발명” 카드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우주 

당신의 보드에 색깔 5종류 모두가 있고 당신의 
보드에 있는 각 [맨 위]가 [8 이상의 시대]라면 
즉시 당신은 이 특별 업적을 달성한다. 

5시대: 탐험의 “천문학” 카드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