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투안 바우자

7 Wonders: Cities
7 원더즈: 시티즈

 

규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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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플라톤)
 

구성물
■ 불가사의 보드 2개
■ 불가사의 카드 2장
■ I 시대 카드 9장
■ II 시대 카드 9장
■ III 시대 카드 9장
■ 조합 카드 3장

 
■ 지도자 카드 6장
■ 부채 토큰 -1 가치 27개
■ 부채 토큰 -5 가치 4개
■ 외교 토큰 3개
■ 점수 책자 1부
■ 규칙서 1부

 

요약
7 원더즈를 위한 이번 확장은 당신에게 고대의 대도시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새로운 카드 27장은 
당신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효과들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건물들을 제공합니다. 조합 3장과 지도자 6장, 불가사의 2개는 
이 확장을 완성합니다. 7 원더즈 도시들은 한 번에 플레이어 8명까지 허용하고 또한 팀 변형규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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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요소

불가사의 보드
페트라의 알-카즈네와 비잔티움의 대성당은 이미 이용 가능한 불가사의 보드들에 추가됩니다.
그것들의 효과들은 9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시 카드
색깔이 검은 도시 카드들은 새로운 범주의 카드들입니다.
각 게임 동안에 일부가 I 시대와 II 시대, III 시대 카드들에 무작위로 추가될 것입니다.



 

조합 카드와 지도자 카드
새로운 조합들과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미 이용 가능한 카드들에 추가됩니다.

주: 이 카드들 중 일부는 시티즈 확장과 함께 사용될 수만 있습니다.

사용 후에 쉽게 분류될 수 있도록
이 확장 카드들 모두의 중앙 하단에는 가면 기호가 있습니다.

 

부채 토큰
이제부터, 도시들은 돈을 잃고 심지어 부채 토큰들에 보이는 것만큼 (-1 VP와 -5 VP)의 부채를 집니다.
 

외교 토큰
외교 토큰들은 새로운 “외교” 효과를 보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점수 책자
새로운 점수카드들의 책자는 상자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시 카드들로 얻은 승리 점수뿐만이 아니라 팀 점수를 추가하게 
할 것입니다.
 
 

진행 준비
3개의 시대 각각에 (해당하는 시대에) 플레이어들의 수만큼의 검정색 카드들을 추가하십시오.
규칙명확화: 이 카드들을 무작위로 그것들을 보지 않고 선택하십시오. 남은 카드들은 한쪽에 놓이고 숨겨진 채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게임 동안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조합들은 이전의 조합들에 추가되지만 게임에 사용되는 조합들의 장수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조합들의 장수 = 
플레이어들의 수 + 2). 부채와 외교 토큰들은 주화들과 충돌 토큰들과 함께 테이블의 가운데에 놓입니다.
 
예: 커트는 플레이어 6명을 위한 게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 게임에서 7+ 카드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I 시대 
도시 카드 6장, II 시대 도시 카드 6장, III 시대 도시 카드 6장을 뽑아서 각각 I 시대와 II 시대, III 시대 덱에 추가합니다. 그는 
또한 조합 8장을 III 시대 덱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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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요
각 시대의 시작 시에 플레이어들은 각자 (기본 게임에서처럼 7장 대신에) 카드 8장의 핸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 동안에 플레이어들은 각자 추가 카드 1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의 진행에 관련된 나머지 규칙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카드들의 효과들은 다음 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새로운 메카닉 2가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채와 
외교.
 

부채
(깨진 주화) 기호가 있는 카드는 이 카드를 등장시킨 플레이어의 상대들 모두에게 주화 손실을 일으킵니다. 각 상대는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불하고 지불하지 못한 주화마다 부채 토큰 1개씩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의 일부를 주화로 
지불하는 것과 나머지에 대해 부채 토큰들을 가져오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의 종료 시에 각 부채 토큰은 



그것을 가진 플레이어에게 승리 점수 손실을 일으킵니다.
 
규칙 명확화:

■ 통화 손실을 일으키는 카드를 등장시킨 플레이어는 그 카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플레이어들에 의해 잃은 주화들은 은행에 지불됩니다.
■ 얻은 부채들은 갚을 수 없습니다.

 
중요: 통화 손실들은 항상 턴의 종료 시,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카드들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교역에 대한 지불 
그리고/또는 돈 획득을 한 후에 해결됩니다...

 
예: Lair소굴 카드는 커트에 의해 방금 사용되었습니다. 각 나머지 플레이어는 현재 턴의 종료 시에 주화 2개를 지불해야 
합니다. 잔은 주화 2개를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은행에 지불합니다. 시릴은 그의 금고에 주화 1개만 
가지고 있지만 부채 토큰 1개만 얻기 위해서 그 주화를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티나는 필요한 주화들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의 나중을 위해 그 주화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부채 토큰 2개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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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비둘기) 기호가 있는 카드를 등장시킨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외교 토큰 1개를 가져와서 그의 보드에 놓습니다.
 
플레이어 공정성

다음 충돌 동안에 불쾌하게 놀라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외교 토큰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충돌 동안에 그 플레이어는 그 해결에 참가하지 않고 이 외교 토큰을 버립니다. 그 플레이어는 그 해결 동안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어떠한 충돌 토큰 (승리와 패배)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플레이어의 인접한 도시 2곳은 (이 충돌 
동안에만)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보통 때의 규칙에 따라 군사적으로 대결합니다.
 
예: 게임의 I 시대 동안에 티나는 Residence주거지를 등장시킵니다. 그 시대의 종료 시에 티나는 충돌 해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웃 2명, 시릴과 커트는 마치 그들이 인접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군사적 힘을 비교하고 충돌 토큰들을 
가져옵니다.
 
규칙 명확화:

■ 플레이어는 외교 토큰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각 충돌 해결 동안에 1개씩 버려야 합니다.
■ 외교 토큰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다음 충돌 단계 동안에 (그 플레이어가 인접한 플레이어들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하더라도) 그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충돌 해결 동안에 플레이어 2명만 남는다면 그들은 서로 1번만 대결하고 각자 하나의 토큰만 가져옵니다.
 
예: II 시대의 충돌 해결 동안에 커트와 알렉스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전에 획득한 외교 토큰 1개씩 버립니다). 
티나는 어떠한 외교 토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티나와 시릴은 보통 때의 규칙에 따라 그들의 
군사적 힘을 비교합니다. 티나가 승리하지만 그 충돌 단계 동안에 상대 1명만 있었기 때문에 II 시대 충돌 토큰 1개만 
가져옵니다.
 

게임의 종료
기본 7 원더즈 게임에서처럼, III 시대의 충돌 단계 이후에 게임은 끝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문명의 점수를 더하고 
자신의 총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설명:

■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점수 카드의 “주화” 줄에 부채들을 포함시키십시오.
■ 검은색 카드들에 대한 점수는 흰색 카드들 (지도자들)의 점수에 합쳐집니다.

 
예: 커트는 부채 토큰 3개로 게임을 끝냅니다. 그는 그의 금고에 주화 5개 (1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점수카드의 
주화 줄에 -2점 (주화 점수 1점 - 부채 점수 -3점)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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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설명

Pigeon Loft비둘기 집, Spy Ring첩자 망, Torture Chamber고문실

이 카드 3장은 가면 기호를 제공합니다. 게임의 종료 시에 각 가면은 통제하는 플레이어에게 인접한 도시들 중 1곳에 있는 
초록색 카드 1장의 과학 기호를 복사하게 합니다.
 
규칙 명확화:

■ 플레이어가 가면 기호 여러 개를 소유한다면 그는 각 카드를 1번씩만 복사할 수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면 
기호들만큼의 여러 카드들을 복사해야 합니다.

■ 플레이어가 그의 도시에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카드의 기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가 가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인접한 도시 2곳 모두가 동일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동일한 카드들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왼쪽 도시에 있는 Workshop작업장과 오른쪽 도시에 있는 두 번째 Workshop을 
복사합니다).

 
예: 게임의 종료 시에 알렉스는 가면 기호가 있는 카드 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왼쪽 플레이어는 나침반이 있는 초록색 
카드 1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플레이어는 어떠한 초록색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스의 
첫 번째 가면은 나침반으로 간주되지만 복사할 다른 기호가 없어서 그의 두 번째 가면은 쓸모 없습니다. 알렉스의 왼쪽 
플레이어가 나침반 기호가 있는 초록색 카드 2장을 가졌다면 알렉스의 가면 2개는 나침반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Militia민병대, Mercenaries용병, Contingent파견대

이 카드 3장은 해당하는 시대의 빨간색 카드들보다 방패들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각각 방패 2개/3개/5개).
 

Hideout은신처, Lair소굴, Brotherhood형제단

이 카드 3장은 승리 점수를 주고 통화 손실을 일으킵니다: 각 다른 플레이어는 그 카드가 사용된 턴의 종료 시에 (각각) 주화 
1개/2개/3개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Residence주거지, Consulate영사관, Embassy대사관

이 카드 3장은 승리 점수를 주고 각각은 외교 토큰 1개씩 제공합니다.
주: 팀 규칙을 사용하면 외교 토큰들의 효과는 바뀝니다.

 

Clandestine Dock비밀 부두 (East동부/West서부)
각 턴에 플레이어는 그가 (그 기호에 따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인접한 도시로부터 구입한 첫 번째 자원 (갈색이나 
회색)에 대한 주화 1개를 상업적으로 환불합니다. 이 환불은 Marketplace시장이나 Trading Post교역소의 것으로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구입한 자원은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렉스는 Marketplace시장과 Clandestine Deck비밀 부두 (East동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오른쪽 (동쪽) 
이웃으로부터 직물 자원 1개와 돌 자원 1개를 구입합니다: 그 직물은 그가 주화 0개를 지불하게 하고 (주화 1개는 
Marketplace에 대해 환불되고 주화 1개는 Clandestine Dock에 대해 환불됩니다), 그 돌은 그가 주화 2개를 지불하게 합니다. 
또는 그 돌은 그가 주화 1개를 지불하게 하고 (주화 1개는 Clandestine Dock에 대해 환불됩니다), 그 직물은 그가 주화 1개를 
지불하게 합니다 (주화 1개는 Marketplace에 대해 환불됩니다).
 

Sepulcher무덤, Cenotaph위령탑

이 카드들은 승리 점수를 주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그 가치에 상관없이) 그들이 소유한 승리 충돌 토큰마다 
주화 1개씩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Gambling Den노름판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주화 6개를 가져옵니다. 그 플레이어의 이웃 2명은 각자 은행에서 주화 1개씩 가져옵니다.
 

Gambling House도박장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주화 6개를 가져옵니다. 그 플레이어의 이웃 2명은 각자 은행에서 주화 2개씩 가져옵니다.
 

Secret Warehouse비밀 창고

각 턴에 이 카드는 플레이어의 도시가 갈색과 회색 카드들 또는 그의 보드의 최초 자원을 통해 이미 생산하는 자원들 중 그가 
선택한 자원 1개를 생산합니다.
 
규칙 명확화: Secret Warehouse는 플레이어들가 노란색과 흰색, 검은색 카드 (Forum포럼와 Caravansary대상의 숙사, Bilkis빌키스, 
Black Market암시장)에 대한 생산을 2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Black Market암시장

각 턴에 이 카드는 플레이어의 도시가 갈색과 회색 카드들 또는 그의 보드의 최초 자원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는 자원들 중 
그가 선택한 자원 1개를 생산합니다.
 
규칙 명확화: 노랜색과 흰색, 검은색 카드들로 생산된 자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Builders’ Union건축가들의 연합

이 카드는 승리 점수 4점이고, 각 나머지 플레이어는 자신이 건설한 자신의 불가사의의 단계마다 주화 1개씩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Architect Cabinet설계자 내각

Architect Cabinet이 등장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는 그의 불가사의 단계들을 그것들의 자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규칙 명확화: 하지만 일부 불가사의 단계들에 대한 주화로의 비용은 여전히 지불되어야 합니다 (페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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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설명
리더즈와 시티즈 확장은 호환되어서 당신은 그것들을 합쳐서 7 원더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먼저 
리더즈를 빼고 시티즈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Berenice베레니케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주화들의 각 금액은 1 증가됩니다. 이 증가는 턴마다 주화 1개씩으로 
제한됩니다.
 
예: 카드 1장을 버리는 것은 주화 4개, Tavern주점은 6개를 줍니다...
 
규칙 명확화: 자원들의 구입을 통해 이웃들에게 받는 주화들은 은행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이 클레오파트라의 선조에 대한 2가지가 유명합니다: 그녀를 기념하려 명명된 별자리와 그녀의 모습이 찍힌 
주화, 역사에서 여성의 모습을 담은 첫 번째 것입니다.
 

Caligula칼리굴라

플레이어는 시대마다 검은색 카드 1장씩을 공짜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의 짧은 통지는 종종 유혈의,  방탕하고 독재적인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그 시기에 모든 것은 우뚝 선 그의 
영광을 위한 기념물들을 가지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Diocletian디오클레티아누스

그가 등장한 순간부터, Diocletian은 플레이어가 건설한 검은색 카드마다 주화 2개씩 줍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지도자들 모두 가운데, 그의 경제개혁이 가장 깊고 가장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지주들의 세금에 대한 
그의 체계는 서양의 중세 시대의 모델로서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Darius다리우스

게임의 종료 시에 각 검은색 카드는 승리 점수 1점씩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불화와 반란을 위해 태어나, 그의 통치는 황제의 경계 요새에 표시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건설한 것에 
대해 가장 유명한 것: 페르세폴리스.
 

Aspasia아스파샤

Aspasia가 등장하면 플레이어는 외교 토큰 1개를 가져옵니다. (게임의 종료 시에 Aspasia 또한 승리 점수 2점입니다.)
 
그녀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알려진, 페리클레스의 아내, 그녀가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존경과 감탄을 얻었습니다.
 

Semiramis세미라미스

그녀가 등장한 순간부터, 각 패배 충돌 토큰은 나중의 충돌 단계들 모두 동안에 방패 기호 1개씩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패배 토큰들을 Semiramis 카드에 놓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이십시오.)
 
세미라미스는 세미라미스 컨테스트에 제안된 Gled Semenjuk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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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명

Counterfeiters사전꾼들의 조합

이 카드는 승리 점수 5점이고 나머지 플레이어들 모두에게 주화 3개의 손실을 일으킵니다.
 

Guild of Shadows그림자 조합

이 카드는 인접한 도시 2곳에 있는 검은색 카드마다 승리 점수 1점씩 줍니다.
 

http://fr-fr.facebook.com/gleb.semenjuk
http://fr-fr.facebook.com/gleb.semenjuk
http://fr-fr.facebook.com/gleb.semenjuk


Mourners Guild문상객들의 조합

이 카드는 인접한 도시 2곳에 있는 승리 충돌 토큰마다 1점씩 줍니다.
 
규칙 명확화: 승리 충돌 토큰들의 가치 (1점이나 3점, 5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각 토큰은 이 조합의 소유자에게 승리 점수 
1점씩입니다.
 
 

불가사의의 설명

페트라의 알-카즈네 A
● 첫 번째 단계는 승리 점수 3점을 줍니다.
● 두 번째 단계는 건설하는 데의 비용이 주화 7개이고 승리 점수 7점을 줍니다.
● 세 번째 단계는 승리 점수 7점입니다.

 

페트라의 알-카즈네 B
● 첫 번째 단계는 승리 점수 3점을 주고 각 나머지 플레이어에게 주화 2개의 손실을 일으킵니다.
● 두 번째 단계는 건설하는 데의 비용이 주화 14개이고 승리 점수 14점입니다.

 
 

비잔티움의 아야 소피아 A
● 첫 번째 단계는 승리 점수 3점을 줍니다.
● 두 번째 단계는 외교 토큰 1개와 승리 점수 2점을 줍니다.
● 세 번째 단계는 승리 점수 7점을 줍니다.

 

비잔티움의 아야 소피아 B
● 첫 번째 단계는 외교 토큰 1개와 승리 점수 3점을 줍니다.
● 두 번쨰 단계는 외교 토큰 1개와 승리 점수 4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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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2명을 위한 규칙
플레이어 2명을 위한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규칙 명확화를 필요로합니다:
 

통화 손실
■ 자유 도시가 주화들을 버려야 한다면 이번 턴에 그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그 도시가 지불할지 부채를 

질지를 결정합니다.
■ 자유 도시가 동화 손실을 일으키는 카드를 등장시킨다면 플레이어 2명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 도시를 위해 그 

카드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교
■ 자유 도시가 외교 카드를 등장시킨다면 그 도시는 해당하는 시대의 군사적 충돌에 참가하지 않아서 플레이어 2명만 

서로 1번씩 대결합니다.
 



 

플레이어 8명을 위한 규칙
다음 규칙 변화들은 당신이 플레이어 8명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7인 게임에 대한 게임을 준비하십시오 (기본 게임에서 I 시대와 II 시대, III 시대 모두와 조합 9장, 각 시대마다 검은색 카드 
7장씩).
각 시대의 시작 시에 각 플레이어에게 카드 7장씩 나눠주십시오. 각 플레이어는 7 원더즈 기본 게임에서와 똑같이 6장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 8인 게임은 주로 팀 진행 변형규칙을 위한 것입니다.
 
 

팀 진행을 위한 규칙
당신의 플레이어 4명과 6명, 8명의 게임들 동안에 이제 당신은 7 원더즈를 2인 팀들을 위한 변형규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옆에 앉아야 합니다.
 

시대의 개요
게임 동안에 팀원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지도자 확장이 사용되고 있다면 지도자 카드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그의 이웃들로부터 자원을 구입하기 전에 그의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다음이 금지됩니다:

■ 주화들을 공유하는 것,
■ 카드들을 교환하는 것,
■ 그들 사이의 상업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것,
■ 연쇄를 통해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서 자원들을 구입하는 것.

플레이어가 통화 손실을 일으키는 카드를 등장시키면 그 플레이어의 팀원 또한 그 손실을 지불해야 합니다.
 
팀 게임에서, 충돌 해결과 외교는 기본 게임과 다릅니다.
 

충돌의 팀 해결
팀 게임에서, 팀원들은 서로에 대해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그들과 인접한 상대 도시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 충돌 해결 동안에 받는 토큰들의 양은 2개가 됩니다:
■ I 시대 동안의 승리는 각 승리 점수 1점짜리 (승리) 충돌 토큰 2개입니다,
■ II 시대 동안의 승리는 각 승리 점수 3점짜리 (승리) 충돌 토큰 2개입니다,
■ III 시대 동안의 승리는 각 승리 점수 5점짜리 (승리) 충돌 토큰 2개입니다,
■ 패배들은 각 승리 점수 -1점짜리 (패배) 충돌 토큰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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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외교
(비둘기) 기호가 있는 카드를 등장시킨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외교 토큰 1개를 가져와서 그의 보드에 놓습니다.
다음 충돌 동안에 그 플레이어는 여전히 그 해결에 참가하지만 그와 그의 상대만 2개 대신에 충돌 토큰 1개만 가져옵니다. 
외교 토큰이 사용은 의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버려집니다.
 
규칙 명확화:

■ 플레이어에 의한 외교 토큰의 사용은 그의 팀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플레이어가 외교 토큰을 사용했더라도 그 플레이어가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팀원 2명이 각자 외교 토큰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각 상대들에게 하는 것처럼 각자 충돌 토큰 1개씩 

가져옵니다.
 



예: 시릴과 티나는 팀원들입니다. III 시대 충돌 해결 동안에 시릴은 외교 토큰 1개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 충돌에서 
패배합니다 (그의 상대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 (-1) 토큰 1개만, 그의 상대는 승리 (+5) 토큰 1개만 
가져옵니다. 독립적으로, 티나는 그 충돌에서 승리해서 그녀는 승리  (+5) 토큰 2개를, 그녀의 상대는 패배 (-1) 토큰 2개를 
가져옵니다.
 

게임의 종료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승리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들의 팀 점수를 얻기 위해 팀원 2명의 점수를 합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팀이 승리합니다.
 
 

F.A.Q
질문: Halicarnassus할리카르낫소스 (또는 Solomon솔로몬)을 통해 플레이어가 완료된 시대로부터 외교 카드를 등장시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그 플레이어는 외교 토큰 1개를 가져와서 다음 충돌 해결 동안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충돌 해결 동안에 Nero네로가 나에게 나의 승리에 대해 주화 2개를 2번 준다면 Berenice베레니케는 나에게 추가 주화 
1개를 줍니까 2개를 줍니까?
답변: 주화 1개만입니다 (충돌 해결은 별도의 턴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Berenice베레니케의 효과는 주화들을 주는 지도자들 (Hatsheput하셉수트, Diocletian디오클레티아누스, Vitruvius비트루비우스 등)으로 
누적됩니까?
답변: 네, 은행으로부터의 주화 취득은 주화 1개의 보너스를 주지만 그 보너스는 턴마다 주화 1개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Hatsheput에 대해).
 
질문: Imhotep임호테프이 나에게 페트라 단계들의 주화 비용을 줄이게 합니까?

답변: 아니오, 그의 할인은 자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