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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 사전에는 모든 게임 플레이 주제에 대해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의 주요 규칙과,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행동 카드(Action Cards)

행동 카드는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사용하며,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제공합니

다. 각 행동 카드의 능력은 게임마다 한 번씩만 사용됩니다.

A 게임 준비 동안, 각 플레이어는 시작 행동 카드(소집 아이콘이 없는 행동 카드) 

두 장을 무작위로 받게 됩니다. 이 카드들을 각 세력 시트 근처에 뒤집어 놓습니

다. 다른 시작 행동 카드들은 상자로 되돌립니다.

J	 팀 전: 각 팀은 카드 두 장을 무작위로 받고, 각 카드에 있는 지휘관을 제어

하는 플레이어가 해당 카드를 받게 됩니다. 카드에 지휘관이 없다면, 그 팀 

플레이어 모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플레이어가 행동 카드를 사용할 때는, 그 카드를 앞면으로 보여주고 그 능력을 

수행합니다. 그 후 그 카드를 상자로 되돌립니다.

A 어떤 임무나 전투 동안에 사용하는 행동 카드는, 해당 행동 카드에 그려진 지휘

관 중 하나가 그 임무나 전투가 발생한 행성계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지휘관을 어떤 행성계로 명확히 이동시키는 행동 카드들의 경우에만 이 규

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A 능력 위에 굵게 표현된 문구는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J	 할당 시: 이 카드는 할당 페이즈 동안 사용됩니다. 어떤 임무에 지휘관을 할

당하는 것 대신, 이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고 이 능력을 수행합니다.

J	 전투 시작 시: 전투 단계 1(지휘관 추가) 이후 즉시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 이 능력을 현재 수행하는 전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향후 전투에

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J	 즉시: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얻는 즉시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게임 준

비 동안 혹은 카드에서 지휘관을 소집한 이후). 이 카드를 즉시 공개하고 수

행합니다.

J	 특수: 카드에 지시된 시기에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A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동 카드를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나, 상대의 행동 카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규칙의 의문 사항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어들

이 처음으로 스타워즈: 리벨리온을 플레이할 때, 먼저 플레이 방법(Learn to Play)을 

정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후, 게임 플레이 동안 의문이 발생할 때, 이 참고서를 활

용하세요.

이 참고서의 대부분은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용어 사전에, 모든 게임 플레이 주

제에 대한 정의 및 설명에 대해 적어 놓았습니다. 이 문서의 16페이지에 있는 색인을 

활용해서, 이 용어 사전에 별도로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찾아보

세요. 이 문서의 15페이지에는 게임 준비 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참고서는 2인 플레이 게임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팀 전(3-4 플레이어)에 대한 규

칙은, 본 규칙 참고서 내 여러 부분에서 “팀 전:” 이라는 머리말로 명시하였습니다.

용어 사전

규칙 참고서 활용법
황금률

A 소집 아이콘이 있는 모든 행동 카드들을 가져와 행동 카드 더미를 구성합니다. 

새 지휘관을 소집할 때 이 카드들을 얻게 됩니다.

A 각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행동 카드들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이 능

력들은 선택적입니다.

A 두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행동 카드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현재 플레이어가 

먼저 행동 카드를 수행합니다.

A 행동 카드 능력을 통해 어떤 플레이어가 특정 임무 카드를 찾게 되면, 그 플레이

어는 상대에게 그 임무 카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 지휘관(Leader), 소집(Recruiting)

행성계 활성화(Activating System)

지휘관을 사용해서 어떤 행성계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휘 페이즈 동안 플레이어들은 

유닛을 이동시키고, 전투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성계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

를 따르세요:

1.    지휘관 배치: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휘관 풀에서 지휘관을 가져와 원하는 행성계

       에 배치합니다.

J	 전술력이 없는 지휘관은 행성계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J	 이미 다른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한 행성계에 자신 세력의 지휘관이 있다면, 그 행성계에 있는 유닛을 활

성화한 행성계 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2.    유닛 이동: 플레이어는 활성화한 행성계와 인접한 행성계들에서 자신의 유닛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9페이지 “유닛 이동(Moving Units)” 참고).

3.    기지 공개: 제국군의 지상 유닛이 어떤 행성계로 들어간다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그 행성계에 반란군 기지가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란군 기지가 있다면,

       반란군 기지는 공개됩니다.

4.    전투: 제국군 유닛과 반란군 유닛이 같은 행성계 및 같은 전장에 있다면, 전투를

       수행합니다.

5.    정복: 제국군 지상 유닛이 그 행성계에 있고, 그 행성계에 제국군 지지도가 없다

       면, 그 행성계에 정복 마커를 놓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지휘관(Leaders), 유닛 

이동(Moving Units), 반란군 기지(Rebel Base), 정복(Subjugation), 수송력(Trans-

port Capacity)

“배운 것을 기억해. 그게 널 구할 거다” 

                                      - 요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규칙 참고서에 있는 정보가 플레이 방법(Learn to Play)에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면, 규칙 참고서가 우선합니다.

카드 능력이 규칙 참고서에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면, 카드의 내

용이 우선합니다. 카드와 규칙 내용을 동시에 따라야 한다면, 반

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카드 능력에 “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이

며 다른 능력에 의해 무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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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

할당 페이즈 동안, 플레이어들은 어떤 임무에 어떤 지휘관을 할당할 지 결정합니다.

어떤 임무에 지휘관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서 임무 카드 한 장

을 가져와, 그 카드를 자신의 세력 시트 근처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 후, 자신의 지휘관 

풀에서 한 명 혹은 두 명의 지휘관을 선택해 그 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란군 플레이어가 먼저 원하는 임무들에 지휘관들을 할당합니다. 반란군 플레이어의 

할당이 끝나면, 제국군 플레이어 역시 원하는 임무들에 지휘관들을 할당합니다.

A 임무에 할당되지 않은 모든 지휘관들은 지휘관 풀에 남아 있게 됩니다.

A 할당 페이즈 동안에는 임무 카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A 플레이어는 한 임무에 두 명의 지휘관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 그 임무의 요구 사항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J	 팀 전: 지휘관이 어느 플레이어에게 속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대 

두 명의 지휘관을 각 임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A 팀 전: 제독과 장군 모두 자신의 지휘관을 임무 카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플

레이어들이 어떤 할당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장군이 임무 카드를 

담당하므로, 장군은 제독이 어떤 임무에 지휘관을 할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

니다.

A 팀 전: 제국군 팀 플레이어들이 지휘관을 할당하기 전에, 반란군 팀 플레이어들 

모두 자신의 지휘관을 임무에 할당합니다.

관련 주제: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지휘관(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부착 고리(Attachment Rings)

부착 고리는 지휘관에게 부착되어, 이롭거나 해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A 일부 카드 능력을 통해 지휘관에게 고리를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고리가 지휘

관에게 부착되면, 그 지휘관의 받침대를 고리에 밀어 넣습니다(역자 주: 말과 받

침대를 분리해서 받침대 위쪽으로 부착 고리를 올린 뒤 말을 다시 조립하는 것

이 더 낫습니다). 각 고리의 효과는 해당 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지휘관은 한 번에 하나의 고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두 번째로 

고리를 받게 되면, 이전의 고리를 제거합니다.

A 카드 능력을 통해 지휘관에게 어떤 고리를 부착할 때, 플레이어는 해당 카드를 

버리거나 상자로 되돌리지 말고, 그 고리의 능력을 상기하기 위해 그 카드를 자

신의 앞에 잘 놓아둡니다.

A 지휘관에게서 부착 고리가 제거되면, 그 부착 고리를 공급처로 되돌리며, 그 지

휘관에게는 더 이상 그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관련 주제: 행동 카드(Action Cards), 생포된 지휘관(Captured Leaders)

공격력(Attack Values)

각 유닛의 공격력은 해당 세력 시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닛은 검은색 공격력을 가

질 수도, 빨간색 공격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둘 다 가지고 있거나, 둘 다 없을 수도 있

습니다. 전투 동안, 플레이어는 이 전투에 참여한 모든 유닛의 공격력을 합산해서, 그 

합과 같은 숫자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관련 주제: 주사위(Dice), 체력(Health Value)

유닛 생산(Build Units)

시간 마커가 생산 아이콘이 있는 칸에 도착하면, 플레이어들은 유닛을 

생산합니다.

유닛을 생산할 때,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유닛을 생산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지지도가 

있는 행성계 및 정복된 행성계의 각 자원 아이콘에 해당하는 유닛 하나씩을 생산 대기

열에 놓습니다. 아이콘 옆 숫자는 어떤 칸에 해당 유닛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정복된 행성계의 경우, 첫 번째 아이콘(가장 왼쪽)만 사용 가능합니다.

A 사용하지 않은 구성물 공급처에서 생산 대기열에 놓을 유닛들을 가져옵니다.

A 상대가 어떤 행성계에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성계의 자원 아이콘을 사용

해 유닛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지 않았고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제국군 유닛이나 

제국군 지지도가 없다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자원 아이

콘도 사용해서 유닛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세력 시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반란군은 파란색 I 자원과 주황색 H 

자원에 대해 유닛을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플레이어가 이러한 

유닛들을 생산할 때, 각 종류에 해당하는 유닛 하나만 선택해서 자신의 생산 대

기열에 놓습니다.

A 매 재충전 페이즈 동안, 각 유닛은 생산 대기열에서 한 칸씩 아래로(게임 보드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유닛이 “1” 칸에서 게임 보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 유닛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A 어떤 능력을 통해 생산 대기열에 유닛을 놓게 될 때는, 공급처에서 해당 유닛들

을 가져다 놓습니다.

J	 방해 공작 마커가 있는 행성계에서 이 능력을 수행하더라도, 이 능력이 실행

됩니다.

A 팀 전: 재충전 페이즈 동안, 각 팀의 제독만 유닛들을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습

니다.

관련 주제: 구성물 제한(Component Limitations), 유닛 배치(Deploy Units), 재충

전 페이즈(Refresh Phase), 자원 아이콘(Resource Icon), 방해 공작 마커(Sabotage 

Markers), 행성계(Systems)

주력 함선(Capital Ships)

빨간색 체력을 가진 함선을 주력 함선이라 부릅니다.

A 데스 스타는 주력 함선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입니다.

관련 주제: 데스 스타(Death Star), 전투기(Fighters), 함선(Ships), 유닛(Units)

 
생포된 지휘관(Captured Leaders)

일부 제국군 카드 능력을 통해 반란군 지휘관을 생포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을 생포하

면, 그 지휘관에게 생포 고리를 부착합니다.

A 생포된 지휘관은 임무를 저지하지 않으며, 지휘관 풀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반
란군 플레이어가 이 지휘관을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J	 “생포된 지휘관에” 시도하는 임무라면, 생포된 지휘관은 그 임무에 대해 저

지가 가능하며, 주사위를 굴립니다. 추가로 평소와 같이 반란군 플레이어는 

지휘관 풀에서 다른 지휘관을 보내 그 임무를 저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생포된 지휘관은 이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 밖으로 반란군 유닛들이 이동하는 것

을 막지 않습니다.

A 제국군 플레이어는 생포된 지휘관을 지상 유닛처럼 이동시킬 수 있지만, 수송력

을 계산할 때 이 지휘관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J	 후퇴할 때는 생포된 지휘관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A 다른 지휘관을 생포하면, 먼저 생포된 지휘관은 구출되며, 생포 고리를 새로 생

포한 지휘관에게 부착합니다.

J	 생포한 지휘관이 다른 고리를 부착하고 있었다면, 원래 있었던 고리를 제거

합니다.

A 카보나이트 부착 고리를 가진 지휘관은 여전히 생포된 지휘관으로 간주합니다.  
이 지휘관은 구출될 수 있으며, 생포된 지휘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카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J	 이 지휘관이 구출되더라도, 반란군은 “탄소 냉동” 임무로 잃었던 평판을 다시 

얻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 부착 고리(Attachment Rings), 임무 카드(Mission Cards), 유닛 이동

(Moving Units), 반란군 기지(Rebel Base), 생포된 지휘관 구출(Rescuing Captured 

Leaders)

생산 아이콘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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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Cheating)

플레이어가 허세를 부리거나, 반란군 기지의 위치 및 자신의 의도에 대해 상대가 잘못 

생각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A 어떤 능력이 반란군 플레이어로 하여금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반란

군 기지” 칸이 아니라)에서 효과를 적용하게끔 한다면, 반드시 반란군 기

지가 있는 실제 행성계에서 그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A 게임 종료 시, 플레이어가 부정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의도했든, 혹은 

뜻하지 않게든), 그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패배하고, 상대 플레이어가 승리

하게 됩니다. 반란군 기지를 부적합한 행성계로 이동시키거나, 플레이어

가 선택한 행동 카드에 해당되지 않은 지휘관을 소집하거나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련 주제: 행동 카드(Action Cards), 반란군 기지(Rebel Base), 소집(Recruiting)

 

전투(Combat)

플레이어가 유닛들을 상대 유닛이 있는 행성계로 이동시키면,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

다. 전투는 같은 전장에 양측 플레이어 모두의 유닛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지휘관 추가: 그 행성계에 전술력이 있는 지휘관이 없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자신

       의 지휘관 풀에서 지휘관 한 명을 가져와 그 행성계에 놓을 수 있습니다.

J	 현재 플레이어(현재 자신의 턴을 수행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상대가 지휘

관을 추가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J	 지휘관을 추가한 후, 현재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각 플레이어는 “전투 시

작 시” 행동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	 팀 전: 그 행성계에 같은 팀원의 전술력 있는 지휘관이 있다면, 지휘관을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각 팀마다 총 한 명의 지휘관만 추가할 수 있습

니다.

J	 팀 전: “현재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수행되는 단계에서는, 상대 팀이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현재 플레이어의 팀이 먼저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전술 카드 뽑기: 각 플레이어는 지휘관의 우주 전술력에 따라 우주 전술 카드를 

       뽑고, 지휘관의 지상 전술력에 따라 지상 전술 카드를 뽑습니다.

J	 그 행성계에 자신 세력의 지휘관이 여러 명 있다면, 각 전장으로부터 가장 

높은 전술력만 사용합니다.

J	 그 행성계에 양 세력 모두 함선 유닛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우주 전술 

카드를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행성계에 양 세력 모두 지상 유닛을 가

지고 있을 경우에만, 지상 전술 카드를 뽑습니다.

J	 현재 플레이어가 먼저 전술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상대 플레이어가 카드

를 뽑습니다.

J	 팀 전: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지휘관을 제어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각 팀은 그 행성계에 있는 각 팀의 지휘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상 

전술력 및 우주 전술력을 사용합니다.

제독이 팀의 우주 전술 카드를 뽑고, 장군이 팀의 지상 전술 카드를 뽑습

니다.

3.    전투 라운드: 플레이어들은 전투 라운드를 수행합니다. 전투 라운드에서는 각 유

       닛이 한 번씩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전투 라운드를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

       다:

       I   우주 교전: 현재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든 함선으로 한 번의 공격을 수행합니

           다. 그 후, 상대 플레이어가 자신의 모든 함선으로 한 번의 공격을 수행하게 됩

           니다.

           -   그 행성계에 양 세력이 모두 함선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 단계를 수행

                합니다.

           -   팀 전: 제독이 우주 교전 단계 동안, 자신의 팀에 대해 주사위를 굴리고, 우
               주 전술 카드를 플레이하고,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II   지상 교전: 현재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든 지상 유닛으로 한 번의 공격을 수행

            합니다. 그 후, 상대 플레이어가 자신의 모든 지상 유닛으로 한 번의 공격을 수

            행하게 됩니다.

           -   그 행성계에 양 세력이 모두 지상 유닛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   팀 전: 장군이 지상 교전 단계 동안, 자신의 팀에 대해 주사위를 굴리고, 지
               상 전술 카드를 플레이하고,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III   후퇴: 현재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각 플레이어는 후퇴할 기회를 갖게 됩니

             다.

       IV   다음 라운드: 같은 전장(우주 혹은 지상)에 여전히 양 세력 모두의 유닛들이 

             있다면, “우주 교전” 단계부터 시작하여, 다음 전투 라운드를 수행합니다. 그
             렇지 않다면, 전투가 종료됩니다.

           -   그 행성계에 남은 반란군 지상 유닛이 구조물뿐이고, 제국군은 여전히 지상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조물들은 파괴됩니다.

           -   그 행성계에 남은 제국군 함선 유닛이 건조 중인 데스 스타뿐이고, 반란군은 

               여전히 함선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건조 중인 데스 스타는 파괴됩니다.

전투 종료(Ending Combat)

전투 라운드의 마지막 단계 수행 후, 같은 전장에 양 세력이 모두 유닛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투는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그 행성계에 제국군 플레이어는 지상 유닛만 가

지고 있고, 반란군 플레이어는 함선 유닛만 가지고 있다면, 전투는 종료됩니다.

A 전투 종료 시, 플레이어들은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전술 카드를 버립니다. 그 후,  

모든 전술 카드를 각각의 카드 더미에 넣고 섞습니다.

A 전투 종료 시, 유닛에 남아있는 모든 피해 마커를 제거하여 공급처로 되돌립니

다.  

공격 수행(Resolving an Attack)

함선 유닛 혹은 지상 유닛으로 공격을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주사위 굴림: 전투에 참여한 모든 유닛의 공격력 및 색깔에 맞춰 주사위를 굴립니

       다.  

J	 각 플레이어는 매 공격마다 최대 5개의 검은색 주사위와 5개의 빨간색 주

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J	 어떤 능력을 통해 굴리는 주사위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면, 먼저 이 수정

치를 적용하고, 그 후 주사위 5개 제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전투 행동: 플레이어는 전술 행동을 통해, 전술 카드를 뽑거나 전술 카드를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J	 전술 카드 뽑기: 특수 아이콘(A) 주사위를 소비해 전술 카드 한 장을 뽑

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는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 해당하는 전술 카드 더미

    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즉, 우주 교전 동안에는 우주 전술 카드를 

    뽑고, 지상 교전 동안에는 지상 전술 카드를 뽑습니다).

-   소비한 주사위는 따로 빼 놓습니다. 이 주사위들을 이번 공격 동안 다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방금 뽑은 카드를 다음 전투 행동으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나중

    을 위해 아껴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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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Retreating)

전투에서 후퇴하려면, 그 행성계에 있는 자신의 지휘관 한 명을 가져와 인접한 행성계

에 놓아야 합니다. 그 후, 일반적인 이동 및 수송 규칙에 따라, 전투가 벌어진 행성계에

서 유닛들을 가져와 그 지휘관의 행성계로 이동시킵니다.

A 가능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지지도 마커가 있거나, 자신의 유닛이 있는 행성계를 

선택하여 후퇴해야 합니다. 상대의 유닛이 있는 행성계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J	 자신의 지지도 마커나 유닛이 있는 인접 행성계가 없다면, 유닛이 없는 인접 

행성계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J	 상대가 이번 전투를 개시하기 위해 유닛을 이동시켰던 행성계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는 행성계로만 후퇴할 수 있고, “반란군 기지” 칸으로는 후

퇴할 수 없습니다.

A 행성계에 상대 유닛이 없다면, 후퇴할 수 없습니다.

A 제국군 플레이어는 전투에 데스 스타, 혹은 건조 중인 데스스타가 있다면 어떤 

유닛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A 후퇴할 때, 행성계에서 자신의 모든 함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상 유닛 및 타

이 파이터는 그 행성계에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J	 행성계에 유닛을 남겨 놓았는데 같은 전장에 상대 유닛이 있다면, 다시 전투 

라운드를 수행합니다.

J	 후퇴할 때, 이동 고정 유닛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고정 유닛들은 그 행성

계에 남게 됩니다.

A 유닛을 후퇴시킬 때만 지휘관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A 행성계에 여러 명의 지휘관이 있더라도, 각 플레이어는 매 전투마다 한 번씩만 

후퇴할 수 있습니다.

A 행성계에서 자신의 지휘관 한 명만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술력이 없는 지휘관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A 팀 전: 후퇴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가능한 한 자신 소유의 지휘관을 후퇴시킵니

다. 각 팀은 매 전투마다 한 번씩만 후퇴할 수 있습니다.

교전에서 승리(Winning a Battle)

일부 카드에서, “교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행

성계에서, 같은 전장에 상대의 유닛이 없다면 그 교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

어, 상대의 마지막 함선이 파괴되면, 우주 교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A 어떤 전장에서 자신의 유닛을 모두 후퇴시킨다면, 상대는 그 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A 어떤 교전에서, 한 플레이어가 우주 교전에서 승리하고, 상대가 지상 교전에서 

승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어떤 교전에서 양 세력의 유닛이 모두 파괴되면, 그 교전에서의 승리자는 없습니

다.

A 전투 시작 시, 어떤 전장에 상대의 유닛이 없었다면, 그 전장의 교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 상대의 마지막 함선을 파괴하고, 지상 교전 후에 후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우주 

교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주제: 공격력(Attack Values), 피해(Damage), 주사위(Dice), 체력(Health Val-

ues), 지휘관(Leaders), 전술 카드(Tactic Cards), 전장(Theater)

J	 전술 카드 플레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에 적힌 능력을 수행하고, 그 카드

를 버립니다.

           -   플레이어는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 해당하는 전술 카드만 플레

            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교전 동안에는 우주 전술 카드만, 지상 교

            전 동안에는 지상 전술 카드만 플레이합니다).

           -   카드에 특수 아이콘(A)이 있다면, 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 

            아이콘 주사위 하나를 소비해야 합니다(아무 색깔이나 가능).

           -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적용한 주사위를 

            한 번에 다시 굴려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주사위들

            을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   전술 카드가 특정 유닛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유닛을 필요로 한다

            면, 이 전투가 벌어지는 행성계에 그 유닛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전술 카드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피해를 할당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카드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해당 전장에서 대상 유

            닛(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J	 플레이어는 전투 행동들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순서로 수행할 수 있습니

다.

3.    피해 할당: 피해를 할당할 유닛을 선택해, F 혹은 B 주사위를 해당 유닛 옆에 놓

       습니다.

J	 빨간색 주사위의 F 결과는 빨간색 체력을 가진 유닛에만 할당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검은색 주사위의 F 결과는 검은색 체력을 가진 유닛에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J	 모든 주사위의 B 결과는 어떤 색깔의 체력을 가진 유닛에게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J	 전투 동안에, 같은 전장에 있는 유닛에만 피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교전 동안에는 함선에만 피해를 할당할 수 있고, 지상 교전 동안

에는 지상 유닛에만 피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J	 유닛에 남은 체력 이상으로 피해를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J	 플레이어들은 할당할 수 있는 모든 주사위를 할당해야 합니다.

4.    피해 방어: 상대는 전술 카드를 플레이해서, 자신의 유닛에 할당된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한 피해마다, 자신의 유닛 중 하나에 할당된 피해 하나씩을 제거

       합니다(주사위에 의한 피해, 혹은 카드에 의한 피해 모두 가능).

J	 유닛에 이미 할당된 피해 마커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J	 피해를 방어하는 전술 카드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전투가 벌어진 전장과 

일치하는 전술 카드만 플레이 가능합니다.

J	 피해 2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면, 한 유닛에 할당된 피해 2를 방어하거

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닛에서 각각 피해 1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유닛 파괴: 체력 이상의 피해가 할당된 각 유닛들은 해당 플레이어의 세력 시트에 

       놓이고, 이번 전투 단계 마지막에 파괴됩니다(우주 교전, 혹은 지상 교전 모두 해

       당). 플레이어의 세력 시트에 있는 유닛들은 이번 전투 라운드에 여전히 공격(주

       사위 굴림)할 수 있습니다.

J	 어떤 유닛에 체력 미만으로 피해가 할당되었다면, 그 유닛 아래에 피해 마

커를 놓아 피해 상황을 표시합니다.

J	 피해 마커는 이후 전투 라운드에도 유지되지만, 전투 종료 시에는 모두 제

거됩니다.

J	 후퇴 단계 동안, 이 전투에서 남은 반란군 함선이 반란군 수송선뿐이라

면, 반란군은 반드시 후퇴해야 하며, 후퇴하지 않으면 그 수송선들은 즉시 

파괴됩니다.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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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Damage)

전투에서 유닛에게 피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적용한 뒤, 그 유닛에게 체력 이

상 피해가 할당되었다면, 그 유닛은 파괴됩니다.

A 전투 동안, 유닛을 파괴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마커로 표시하게 됩니

다. 피해 마커는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제거되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파괴된 유닛(Destroyed Units), 체력(Health Values), 유
닛(Units)

 

데스 스타(Death Star)

데스 스타는 엄청나게 강력한 유닛입니다. 데스 스타는 아래 나열된 규칙을 제외하고는 

함선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따릅니다.

A 데스 스타는 체력이 없으며, 데스 스타에게 피해를 할당시킬 수도 없고, 피해를 

입힐 수도 없습니다.

A 전투에 데스 스타나 건조 중인 데스 스타가 있다면, 제국군 플레이어는 자신의 

유닛을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A 데스 스타와 건조 중인 데스 스타는 우주 정거장으로서, 함선의 한 종류입니

다. 이것들은 주력 함선도 아니고, 구조물도 아닙니다.

데스 스타 건조(Building a Death Star)

“데스 스타 건조” 카드를 사용해 제국군 플레이어는 두 번째 데스 스타를 건조할 수 있

습니다. 이 카드를 수행할 때, 그 임무를 수행한 행성계에 건조 중인 데스 스타를 놓

고, 완성된 데스 스타를 자신의 생산 대기열 “3” 칸에 놓습니다.

A 건조 중인 데스 스타는 고정 유닛(이동 불가능)입니다.

A 어떤 능력이 제국군 플레이어로 하여금 어느 한 행성계에 데스 스타를 배치하게

끔 한다면, 건조 중인 데스 스타가 있는 행성계에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A 건조 중인 데스 스타가 파괴되면, 생산 대기열에 있는 데스 스타 역시 파괴됩니

다.

데스 스타 파괴(Destroying a Death Star)

전투 라운드의 우주 교전 단계 동안, 양 세력이 각자의 공격을 수행하고 유닛을 파괴시

킨 뒤, 반란군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있는 “데스 스타 파괴 작전” 목표 카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플레이어가 이 행성계에 1개 이상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면, 주사위 3개를 굴

립니다. 하나 이상의 B가 나오면, 데스 스타는 파괴됩니다. 반란군 플레이어는 이 카드

를 버리고 카드에 적힌 만큼 평판을 얻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B을 굴리지 못했다면, 그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오고 평판

을 얻지 못합니다. 이후의 전투 라운드에 그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데스 스타 파괴 작전” 카드를 매 전투 라운드마다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데스 스타 파괴 작전” 목표 카드에서 B 굴림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막힌 솜

씨” 행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데스 스타 파괴 작전”은 건조 중인 데스 스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데스 스타가 전투가 벌어지는 행성계에 없다면, “데스 스타 파괴 작전”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파괴된 행성계(Destroyed Systems), 전투기(Fighters), 유닛 이동(Moving 

Units), 목표 카드(Objective Cards), 라운드(Rounds)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지휘 페이즈 동안, 플레이어들은 행성계를 활성화하거나, 임무를 공개하게 됩니다.

A 지휘 페이즈 동안 반란군 플레이어가 먼저 턴을 수행하고, 그 후에 제국군 플레

이어가 턴을 수행합니다.

A 행성계에 지휘관을 놓을 때, 그 행성계 내 아무 곳에나 놓아도 됩니다. 이 지휘관

은 그 행성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임무들, 우주 교전, 지상 교전 등에 참여하게 될 

것 입니다.

A 지휘 페이즈 도중 아무 때나 패스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패스

를 하게 되면, 이번 지휘 페이즈 동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지휘관을 사용하여, 임
무를 공개하거나 행성계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J	 패스한 플레이어는 여전히 지휘관 풀에 있는 지휘관들을 사용해서 상대 임

무를 저지하거나, 전투 첫 단계 때 전투에 지휘관을 보낼 수 있습니다.

J	 지휘관을 할당했던 임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휘 페이즈 종료 시, 임
무 카드 위에 놓았던 지휘관들을 지휘관 풀로 되돌리고, 이 임무 카드들을 상

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플레이어의 손으로 가져옵니다.

A 팀 전: 플레이어들은 지휘관 풀에 적힌 주도권 숫자에 따라 턴을 수행합니다(#1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 등등).

A 팀 전: 플레이어는 한 턴 동안, 자신의 지휘관 중 한 명을 사용해 행성계 하나를 

활성화시키거나, 자신의 지휘관 중 한 명이 할당된 임무 하나를 공개하거나, 패
스할 수 있습니다.

A 팀 전(3인 플레이에만): 지휘 페이즈 매 라운드마다, 반란군 플레이어는 턴을 두 

번씩 수행합니다. 주황색 및 파란색 지휘관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4인 플

레이 게임처럼). 또한, 제독과 장군을 구별해서 패스를 합니다.

관련 주제: 행성계 활성화(Activating Systems), 임무 카드(Mission Cards)

 

구성물 제한(Component Limitations)

게임 도중 어느 한 구성물 종류가 부족하게 되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 주사위: 각 플레이어는 임무 혹은 공격마다 최대 5개의 검은색 주사위와 최대 5
개 빨간색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A 마커 및 고리: 지휘관과 부착 고리는 게임에 포함된 구성물만 사용해야 합니

다. 모든 다른 마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한 종류의 마커가 부족하게 되

면, 동전과 같은 적절한 대체물을 사용하세요.

A 유닛: 유닛은 게임에 포함된 구성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닛이 없

으면 그 종류의 유닛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재충전 페이즈 단계 5 동
안, 플레이어는 게임 상에 있는 자신의 유닛을 원하는 만큼 파괴해서 공급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A 카드: 어느 한 카드 더미가 떨어지면, 그 카드 더미의 버린 카드들을 다시 섞어 

새롭게 카드 더미를 만든 뒤, 뒤집어 놓습니다.

관련 주제: 주사위(Dice), 버리기(Discarding), 유닛(Units)

 

현재 플레이어(Current Player)

현재 자신의 턴을 수행하는 플레이어를 현재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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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Dice)

주사위는 전투를 수행하거나, 임무가 저지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주사위에는 세 종류의 

결과가 있습니다: 타격, 직격, 특수.

A  F 타격: 전투 중에는, 그 주사위의 색깔과 일치하는 체력을 가진 유닛에게 타

격 하나를 피해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J	 임무 중에는, 타격 하나를 성공 1개로 간주합니다.

A  B 직격: 전투 중에는, 어떤 체력 색깔을 가진 유닛에게도 직격 하나를 피해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J	 임무 중에는, 직격 하나를 성공 1개로 간주합니다.

A  A 특수: 전투 중에는, 특수 아이콘의 주사위 하나를 사용해, 전술 카드 한 장을 

뽑거나, 특수 아이콘이 있는 전술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J	 임무 중에는, 특수 하나를 성공 2개로 간주합니다.

A 일부 능력은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여러 번 다

시 굴릴 수 있습니다.

A 주사위 색깔은 전투 중에만 상관 있습니다. 전투 외에 주사위를 굴릴 때, 플레이

어는 아무 색깔의 주사위나 굴릴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임무 카드(Mission Cards)

 

외교(Diplomacy) D
외교는 일부 지휘관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이자, 일부 임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외교 임무는 어느 한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게 해주거나, 해당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유닛을 공급해줍니다.

관련 주제: 지휘관(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기술(Skills)

 

버리기(Discarding)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를 버릴 때, 해당 카드 더미 옆에 그 카드를 앞면으로 놓습니다.

A 플레이어들은 버린 카드 더미를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A 어느 한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그 카드 더미의 버린 카드들을 다시 섞어 새롭

게 카드 더미를 만든 뒤, 뒤집어 놓습니다.

관련 주제: 구성물 제한(Component Limitations), 임무 카드(Mission Cards), 프로

젝트(Projects)

 

지휘관 제거(Eliminating Leaders)

가끔, 능력을 통해 지휘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을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그 지휘관이 있던 장소에서 그 지휘관을 가져와 게임 상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남
은 게임 동안 그 지휘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행동 카드(Action Cards), 지휘관(Leaders), 목표 카드(Objective Cards)

 

전투기(Fighters)

검은색 체력을 가진 함선이 전투기입니다.

A 건조 중인 데스 스타는 전투기가 아니라, 우주 정거장입니다.

관련 주제: 주력 함선(Capital Ships), 함선(Ships), 유닛(Units)

 

지상 유닛(Ground Units)

주황색 자원 아이콘이 있는 유닛이 지상 유닛입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유닛 배치(Deploy Units), 유닛(Units), 자원 아이

콘(Resource Icons)

유닛 배치(Deploy Units)

재충전 페이즈 단계 6 동안, 각 플레이어는 생산 대기열에 있는 모든 유닛을 한 칸 아래

로 이동시킵니다. “1” 칸에서 보드판 바깥으로 나온 유닛들은 배치 준비 상태가 됩니

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지도가 있거나, 정복된 행성계에 이 유닛들을 배치합니다.

A 매 재충전 페이즈마다, 각 플레이어는 각 행성계에 유닛을 최대 2개까지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J	 플레이어가 자신의 유닛을 일부 배치하지 못한다면(혹은 배치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그 유닛들을 자신의 생산 대기열 “1” 칸에 되돌려 놓습니다.

A 방해 공작 마커가 있거나, 상대의 함선, 혹은 지상 유닛이 있는 행성계에는 자신

의 유닛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A 외딴 행성계에서는 지지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딴 행성계에 유닛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A 반란군 기지가 숨겨져 있는 동안에, 반란군 플레이어는 “반란군 기지” 칸에 유닛

을 2개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반란군 지지도가 

있다면, 그 행성계에도 유닛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기지가 공개된 동안

에는, “반란군 기지” 칸에 유닛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A 어떤 능력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어느 한 행성계에서 유닛을 “얻게끔” 하면, 공급

처에서 직접 이 유닛들을 가져와 명시된 행성계에 배치합니다(생산 대기열에 놓

는 것이 아닙니다).

A 팀 전: 재충전 페이즈 동안에, 각 팀 내의 제독만 유닛을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

습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방해 공작 마커

(Sabotage Markers), 행성계(Systems)

 

파괴된 행성계(Destroyed Systems)

“슈퍼레이저 가동” 임무 카드를 통해 행성계 하나를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행성계가 

파괴되면, 파괴된 행성계 마커를 그 행성계에 놓고, 그 행성계에 있던 모든 반란군 지상 

유닛을 파괴합니다.

A 그 행성계에 있던 제국군 지상 유닛은 바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행성계에 있

는 제국군 함선들의 수송력을 초과하는 수송이 필요한 유닛이 있다면, 제국군 플

레이어는 그 수송력을 초과하는 유닛들을 파괴해야 합니다(제국군 플레이어가 

선택해서).

A 파괴된 행성계에 있었던 지휘관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 지상 유닛들은 파괴된 행성계로 이동할 수 있으나, 파괴된 행성계에서 지상 교전

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괴된 행성계에서, 수송이 필요한 유닛의 수가 해당 플

레이어의 수송력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는 수송력을 초과한 유닛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A 파괴된 행성계에서의 우주 교전은 평소와 같이 일어납니다.

A 파괴한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을 수 없으며, 파괴된 행성계를 정복할 수도 없습

니다.

관련 주제: 데스 스타(Death Star), 파괴된 유닛(Destroyed Units), 지휘관(Lead-

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정복(Subjugation), 수송력(Transport Capacity)

 

파괴된 유닛(Destroyed Units)

유닛이 파괴되면, 게임 보드에서 제거하고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A 플레이어는 일부 능력을 통해 “체력 수치 총합 X이하로 선택해서 파괴”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수행하려면, 유닛들의 체력을 합해 X이하가 되도록 유닛

들을 선택합니다. 이 유닛들은 즉시 파괴됩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피해(Damage)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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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Loyalty)

각 행성계는 지지도를 갖게 됩니다. 지지도는 이 행성계의 소속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가를 나타냅니다. 행성계에 어떤 지지도 마커가 있냐에 따라, 이 행성계에서 현재 어느 

세력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성계에 지지도 마커가 없다면, 그 행성계는 중립 

행성계입니다.

A 플레이어들은 특정 임무를 통해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어야, 플레이어는 그 행성계의 자원으로 유닛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행성계에 유닛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A 플레이어가 중립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으면, 그 행성계에 자신의 지지도 마커 

하나를 놓습니다.

A 플레이어가 상대의 지지도가 있는 행성계에서 지지도 1을 얻으면, 그 행성계에

서 상대 지지도 마커를 제거합니다. 그 행성계는 이제 중립 행성계가 됩니다.

A 플레이어가 상대의 지지도가 있는 행성계에서 지지도 2를 얻으면, 그 행성계에

서 상대 지지도 마커를 제거하고, 자신의 지지도 마커 하나를 놓습니다.

A 각 행성계에는 한 번에 최대 1개의 지지도 마커와 1개의 정복 마커를 놓을 수 있

습니다.

A 어떤 능력이 어느 한 행성계에 대한 지지도를 요구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행성계에 자신의 지지도 마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행성계에 상대의 

유닛이나 정복 마커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A 자신의 지지도 마커가 있는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잃으면. 그 마커를 제거합니

다. 그 행성계는 이제 중립 행성계가 됩니다. 중립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잃을 수

는 없습니다.

A 코러산트에는 항상 제국군 플레이어에 대한 지지도를 가지며, 지지도를 얻거나 

잃을 수 없습니다.

A “반란군 기지” 칸은 행성계가 아니며, 지지도를 얻거나 잃을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임무 카드(Mission Cards),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 정복(Subjugation)

 
임무 카드(Mission Cards)

할당 페이즈 동안, 플레이어들은 지휘관들을 임무 카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휘 페

이즈 동안, 이 임무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임무에 할당된 지휘관들이 그 임무가 요구하는 기술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임

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임무는 뒤집어진 채로 남아있게 되며, 플레이어는 

행성계를 활성화하거나, 다른 임무를 공개하거나, 패스해야 합니다.

J	 어떤 능력이 지휘관을 어떤 임무에 할당하게 하더라도, 그 지휘관이 가진 기

술 아이콘이 그 카드가 요구하는 기술을 충족할 수 있어야 그 카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팀 전: 장군이 임무 카드를 관리하게 되며, 팀원들이 할당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장군은 제독이 어떤 임무에 지휘관을 할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

다.

임무 공개(Revealing a Mission)

임무를 공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기: 자신의 임무 카드 중 한 장을 앞면으로 뒤집고, 그 카드

       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J	 팀 전: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휘관 중 한 명이 할당된 임무 카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공개하는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리며 그 카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체력(Health Value)

세력 시트 내 원 안에 각 유닛의 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력은 그 유닛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피해량입니다.

A  F 결과는 그 주사위의 색깔과 일치하는 체력을 가진 유닛에게 할당할 수 있습

니다. B 결과는 어떤 색깔의 체력을 가진 유닛에게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A 데스 스타는 체력이 없으며, 데스 스타에게 피해를 할당시킬 수도 없고, 피해를 

입힐 수도 없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피해(Damage), 파괴된 유닛(Destroyed Units), 유닛

(Units)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

제국군 행성계는 제국군 지지도 마커, 혹은 정복 마커가 있는 행성계를 의미합니다.

관련 주제: 지지도(Loyalty), 정복(Subjugation), 행성계(Systems)

 

첩보(Intel) E
첩보는 일부 지휘관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이자, 일부 임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

다. 반란군 첩보 임무는 종종 목표 카드를 획득하게 해주며, 반면 제국군 첩보 임무는 

보통 반란군 기지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관련 주제: 지휘관(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기술(Skills)

 

지휘관(Leaders)

플레이어들은 지휘관을 사용하여, 유닛을 이동시키고 임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휘

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이콘은 그 지휘관들로 공개할 수 있는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전술력은, 전투 시작 시 해당 종류의 전술 카드를 얼

마나 많이 뽑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A 각 플레이어는 소집 아이콘이 없는 4명의 지휘관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지

휘관들을 자신의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

A 재충전 페이즈 때, 지휘관들을 추가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A 지휘관 풀에 있는 지휘관들을 임무로 할당하거나, 행성계를 활성화 시키거나, 임
무를 저지하거나,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A 행성계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 행성계에서 벌어지는 임무 및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또한 자신이 속한 세력의 유닛들이 이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A 모든 카드 능력이나 행동 카드의 제한 사항에 대해 루크 스카이워커(제다이)를 

루크 스카이워커로 간주합니다.

A 팀 전: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휘관 풀을 갖습니다. 제독은 자신 세력의 파란색 

지휘관을 모두 담당하며, 장군은 자신 세력의 주황색 지휘관을 모두 담당합니다.

A 팀 전: “다크 사이드의 유혹”이라는 제국군 카드를 통해 제국군 팀은 반란군 지

휘관 한 명을 게임 종료 시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재충전 페이즈 시, 이 지

휘관을 그 색깔의 제국군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

관련 주제: 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 행성계 활성화(Activating Systems), 지
휘 페이즈(Command Phase), 지휘관 제거(Eliminating Leaders), 임무 카드(Mis-

sion Cards), 소집(Recruiting),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기술(Skills)

 

병참(Logistics) G
병참은 일부 일부 지휘관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이자, 일부 임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

다. 반란군 병참 임무는 일반적으로 유닛을 반란군 기지에서, 혹은 반란군 기지로 이동

하게 해주고, 반면 제국군 병참 임무는 특수 유닛을 생산하거나, 유닛 생산을 가속화시

켜 줍니다.

관련 주제: 지휘관(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기술(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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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무 성공: 단계 5 동안 임무가 실패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는 임무 카드의 능력

       을 발동시킵니다.

       그 능력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하면(예를 들어, “선택하여 유닛 1개

       를 파괴한다”),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7.    버리기 혹은 손으로 가져오기: 시작 임무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카드는 해당 플레

       이어의 손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임무 카드(프로젝트 포함)는 사용 후 버립니다.

       임무 카드 위에 있던 지휘관이 제거되거나, 생포되거나, 그 임무 밖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 임무 카드를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해당 플레이어의 손으로 가져옵니

       다.

관련 주제: 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주사

위(Dice), 지휘관(Leaders), 프로젝트(Projects)

 

유닛 이동(Moving Units)

플레이어들은 지휘 페이즈 동안 행성계를 활성화시켜 유닛들을 이동시킵니다. 행성계

에 지휘관을 놓은 다음, 플레이어는 인접한 행성계에서 활성화한 행성계로 자신의 함선

을 원하는 만큼 이동시킵니다. 

A 자신 세력의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의 외부로는, 유닛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J	 전술력이 없는 지휘관도 유닛들이 그 행성계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막

습니다.

J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지휘관은 유닛들이 “반란군 기지”칸 외부로 이동하

는 것을 막지만, 실제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 내의 유닛들이 이동하는 것

은 막지 않습니다.

A 전술력이 없는 지휘관은 행성계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A 어떤 능력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유닛을 이동시키게 한다면, 모든 이동 및 제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란군 플레이어가 “숨겨둔 함대” 임무 카드를 

사용해서 유닛을 이동시킨다면, 수송력에 대한 규칙도 지켜야 하며, 고정 유닛을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J	 어떤 능력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수송 제한을 무시”하게 한다면, 수송력을 

가진 유닛 없이도, 수송 제한 아이콘이 있는 유닛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 행성계 활성화(Activating Systems), 지상 유닛(Ground Units), 유닛

(Units), 함선(Ships), 수송력(Transport Capacity)

2.    행성계 선택: 카드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행성계를 선택합니다. 그 임무에 

       할당된 모든 지휘관을 이 행성계에 놓습니다.

J	 임무에 “지휘관에게 시도”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것

과 같이, 대상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J	 임무에 “제국군 유닛”이 있는 행성계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개 이상의 제국

군 유닛이 있는 행성계를 선택합니다.

3.    시도 / 수행: 카드에 “시도”라고 적혀있다면, 그 임무는 저지 가능합니다. 단계 4를 

       진행합니다. 카드에 “수행”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임무는 저지할 수 없습니다. 단
       계 6으로 건너 뜁니다.

4.    지휘관을 보내 저지하기: 상대는 자신의 지휘관 풀에 있는 지휘관 한 명을 선택해 

       그 행성계에 놓을 수 있습니다(그 행성계에 이미 자신의 지휘관이 있어도 가능).

J	 팀 전: 저지하려는 팀에서 한 플레이어만 지휘관을 그 행성계로 보낼 수 있습

니다.

5.    저지: 그 행성계에 상대의 지휘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임무는 자동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단계 6으로 건너 뜁니다.

       그 행성계에 한 명 이상의 제국군 지휘관과 한 명 이상의 반란군 지휘관이 같이 

       있다면, 그 임무는 저지되며 플레이어들은 그 임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그 행성계에 있는 자신의 모든 지휘관들

       이 가진 기술 아이콘 중 그 임무 카드의 기술과 일치하는 기술 아이콘의 수를 합

       해서 주사위를 굴립니다. 현재 플레이어가 먼저 주사위를 굴리고, 그 다음에 상대

       가 굴립니다.

       임무를 시도하는 플레이어가 상대보다 더 많은 성공 결과를 얻는다면, 그 임무는 

       성공합니다. 단계 6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임무는 실패하게 되며, 그 카

       드의 능력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단계 7로 건너 뜁니다.

J	  F 및 B 결과는 각각 성공 1개로 간주합니다. A 결과는 성공 2개로 간주합

니다. 빈 칸은 성공이 아닙니다.

J	 임무 카드 좌측 상단에 특정 지휘관 그림이 있고, 이 그림과 일치하는 지휘관 

중 한 명이 이 임무에 할당되어 있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성공 2개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J	 행성계에 상대의 지휘관이 있으나 일치하는 기술 아이콘이 없다면, 그 임무

를 시도하는 플레이어는 여전히 주사위를 굴려야 하며, 그 임무에 대해 최소

한 하나의 성공 결과를 굴려야 합니다.

J	 임무에 “이번 시도 동안 모든 기술 아이콘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면, 각 지휘관들이 가진 기술 아이콘 1개마다 1개씩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J	 임무를 수행할 때, 각 플레이어는 최대 10개의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음).

J	 생포된 지휘관은 임무에 참여지 않으며, 그 행성계에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생포된 지휘관이 기술 아이콘을 제공하는 경우는, 임무가 그 생포된 지휘

관에게 시도될 경우뿐입니다.

J	 임무를 “지휘관에게” 시도하면, 그 지휘관은 자동적으로 그 임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 이 행성계에 있는 모든 지휘관은 이 임무에 참여합니다.

- 플레이어가 지휘관 풀에서 지휘관을 보내 그 임무를 저지해도, 그 임무

는 여전히 기존 지휘관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

J	 팀 전: 각 팀의 한 플레이어만 그 행성계에 있는 자신의 팀의 모든 지휘관에 

대한 주사위를 굴립니다.

플레이어가 행성계로 유닛을 이동시키고 난 뒤, 상대 세력의 유닛이 

그 행성계에 있으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A 각 함선은 그 수송력만큼 지상 유닛 및 타이 파이터를 데려

올 수 있습니다.

A 일부 유닛에는 수송 제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같은 행성계에 

있는 수송력을 가진 유닛들을 외부로 이동시킬 때만, 이 유닛

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A 여러 행성계에서 유닛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 행성

계들이 활성화한 행성계에 모두 인접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

다.

A 고정 아이콘을 가진 유닛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A 두 행성계가 경계를 공유한다면, 인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J	 유닛들은 주황색 구획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지

만, 폐쇄된 구역(밝은 빨간색으로 음영처리 된)을 통과해

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수송력

수송 제한 
아이콘

고정 아이콘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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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 행성계(Populous System)

1개 이상의 자원 아이콘 및 지지도 칸이 있는 행성계들을 인구 밀집 행성계라고 부릅

니다.

관련 주제: 지지도(Loyalty), 외딴 행성계(Remote Systems), 행성계(Systems)

 

탐사 카드(Probe Cards)

탐사 카드 더미에는 코러산트를 제외한, 게임 내 각 행성계에 해당하는 카드가 1장씩 

있습니다. 게임 준비 동안, 초기 행성계들의 지지도를 결정할 때 이 카드들을 사용하

며, 반란군 플레이어는 이 카드들을 사용해 반란군 기지의 위치를 비밀리에 고르게 됩

니다.

A 매 재충전 페이즈 동안, 제국군 플레이어는 탐사 카드 더미 맨 위에서 탐사 카드

를 2장씩 뽑습니다.

A 제국군 플레이어는 자신이 뽑은 탐사 카드를 반란군 플레이어에게는 비밀로 합

니다.

A 팀 전: 제국군 장군이 탐사 카드들을 관리하고, 뽑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주제: 임무 카드(Mission Cards), 반란군 기지(Rebel Base)

 

프로젝트(Projects)

프로젝트 카드 더미에는 제국군 플레이어가 “연구 개발” 임무를 수행해야, 뽑을 수 있

는 임무 카드들이 있습니다.

A 프로젝트 카드 더미에 있는 모든 카드들은 임무입니다. 프로젝트 카드를 버릴 

때, 프로젝트 카드 더미의 버린 더미에 놓습니다.

A 팀 전: 제국군 플레이어가 프로젝트 카드를 뽑게 되면, 제국군 장군이 손에 가지

고 있는 임무 카드들에 그 카드들을 추가합니다.

관련 주제: 병참(Logistics) G, 임무 카드(Mission Cards)

 

반란군 기지(Rebel Base)

게임 준비 동안, 반란군 플레이어는 비밀리에 자신의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를 고

르게 됩니다. 이 행성계의 탐사 카드를 뒤집어서 게임 보드의 “위치(Location)” 칸 아

래에 놓습니다.

A 어떤 능력에 “반란군 기지” 칸을 언급하고 있다면, 반란군 기지가 있는 실제 행

성계가 아니라, “반란군 기지”라고 적혀 있는 게임 보드의 칸을 의미하는 것입니

다.

A “반란군 기지” 칸은 행성계가 아닙니다.

J	 마치 행성계인 것처럼 이 칸에서 유닛을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J	 임무 카드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반란군 기지” 칸에서 임무를 시도하거

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J	 아래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닛들은 “반란군 기지” 칸으로 혹은 “반란군 

기지” 칸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기지에서, 혹은 반란군 기지로 이동

(MOVING TO OR FROM THE REBEL BASE)

반란군 기지가 숨겨져 있는 동안, 반란군 유닛들은 “반란군 기지” 칸에서 반란군 기지

가 있는 행성계나, 그 행성계와 인접한 행성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반란군 기지” 칸을 활성화시켜,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유

닛들을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나, 그 행성계와 인접한 행성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지휘관은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유닛들이 외부로 이

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A 일부 임무를 통해, 반란군 플레이어는 인접 규칙을 무시하고, 유닛들을 “반란군 

기지” 칸에서 아무 행성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

반란군 지지도 마커, 제국군 지지도 마커, 정복 마커가 없는 행성을 중립 행성계라고 부

릅니다.

관련 주제: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 지지도(Loyalty), 반란군 행성계(Rebel 

Systems), 외딴 행성계(Remote Systems), 정복(Subjugation), 행성계(Systems)

 

목표 카드(Objective Cards)

반란군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를 달성해서 평판을 얻습니다. 게임 시작 시, 목표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시작하며, 매 재충전 페이즈마다 한 장씩을 뽑게 됩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특정 시기에 손에 있는 목표 카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그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 플레이어는 그 목표 카드 좌측 상단에 적

힌 평판을 얻습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가 평판을 얻게 될 때, 평판 마커를 시간 마커 쪽으로 이동시

킵니다.

J	 목표 카드로부터 평판을 얻은 후, 그 카드를 게임 상자로 되돌립니다. 그 카

드를 이번 게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각 목표 카드 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적혀 있는 문구를 통해, 이 카드를 언제 플

레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J	 전투 시: 카드에 “전투 시”라고 적혀 있다면, 그 카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

키자마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전투 외부에서 유닛이 파괴되었을 때는 “전투 시”의 목표가 충족되

지 않습니다.

J	 재충전 페이즈 시작 시: 카드에 “재충전 페이즈 시작 시”라고 적혀 있다

면, 재충전 페이즈의 첫 단계 전에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페이즈의 

첫 단계를 시작하면, 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J	 각 전투 및 각 재충전 페이즈마다 한 장씩의 목표 카드만 플레이할 수 있습

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는 반드시 목표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목표 카드를 플레이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반란군 플레이어

는 그 목표 카드를 제국군 플레이어에게 공개하지 않고 손에 가지고 있게 됩니

다.

A 게임 준비 동안, 목표 카드를 단계별로 정렬해 놓습니다. 단계 I 카드들이 맨 위

에 오고, 단계 II 와 단계 III 카드들이 그 밑에 놓이게 됩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로 하여금 목표 카드 더미의 카드들을 보고, 재배열할 수 있

게 해주는 반란군 임무들도 있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를 원하는 만큼 손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
표 카드들을 반란군 플레이어의 임무 카드 장 수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A 어떤 능력이 반란군 플레이어로 하여금 손에 있는 목표 카드들을 강제로 공개하

게 하면,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목표 카드들을 제국군 플레이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후, 이 카드들을 손에 가지고 와서 다시 비공개로 합니다.

A “데스 스타 파괴 작전” 목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 페
이지를 참고하세요.

A 팀 전: 반란군 장군이 목표 카드들을 관리하고, 뽑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 카드를 

플레이할 때 장군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데스 스타(Death Star), 평판(Reputation), 게임에서 승리

(Winning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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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급 동원” 카드의 능력은 지휘 페이즈 끝에, 그리고 재충전 페이즈 시작 직전

에 수행됩니다. 반란군 플레이어는 이번 지휘 페이즈가 끝날 때까지 이 카드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된 후라도, 반란군 플레이어는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

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들을 “반란군 기지” 칸이 아니라,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놓습니다.

A 새로운 기지를 건설한 후, 반란군 플레이어가 “반란군 기지” 칸으로 유닛을 이동

시키거나, 그 칸에 유닛을 배치하기 전까지는, 그 칸에 유닛이 하나도 없는 상태

가 될 것입니다.

관련 주제: 부정 행위(Cheating), 유닛 이동(Moving Units), 탐사 카드(Probe 

Cards), 게임에서 승리(Winning the Game)

 

반란군 행성계(Rebel Systems)

반란군 지지도 마커가 있고, 그 위에 정복 마커가 없는 행성계를 반란군 행성계라고 부

릅니다.

관련 주제: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 행성

계(Systems)

 
소집(Recruiting)

시간 마커가 소집 아이콘이 있는 칸으로 전진하게 되면,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지휘관을 소집하려면, 각 플레이어는 행동 카드를 2장씩 뽑아, 그 카드들에 있는 지휘

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신의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선택한 행동 카

드를 비공개로 가지고 있게 되며, 이후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행동 카드들을 선택하지만, 반란군 플레이어가 먼저 자신

이 소집한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그 후, 제국군 플레이어가 자신이 

선택한 카드로부터 소집할 지휘관을 선택합니다.

J	 각 플레이어들은 선택하지 않은 행동 카드를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행동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A 어떤 능력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특정 지휘관을 소집할 수 있게 한다면, 공급처에

서 지휘관을 가져와 자신의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

A 이미 게임 보드나 지휘관 풀에 놓인 지휘관, 혹은 게임에서 제거된 지휘관을 소

집할 수 없습니다.

J	 플레이어가 뽑은 행동 카드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이미 소집되었다면, 플
레이어는 한 번에 한 장씩, 아직 소집하지 않은 지휘관이 있는 카드를 뽑을 

때까지, 행동 카드를 계속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J	 카드에 있는 지휘관을 소집할 수 없더라도, 그 행동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그 플레이어는 행동 카드를 얻을 수는 있으나, 새로운 지휘관을 소집할 

수는 없게 됩니다.

A 팀 전: 각 팀의 제독만 소집할 때 행동 카드를 뽑습니다. 제독이 두 장의 카드 중

에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지휘관을 소집할 지 결정합니다. 소집한 지휘관을 그 

색깔에 맞는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파란색 혹은 주황색). 그 지휘관 풀을 제어하

는 플레이어가 그 행동 카드를 갖고, 언제 그 카드를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관련 주제: 행동 카드(Action Cards), 부정 행위(Cheating), 지휘관(Leaders),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반란군 기지 공개(REVEALING THE REBEL BASE)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서, 제국군 플레이어가 지지도를 얻거나, 제국군 지상 유

닛이 그 행성계에 있게 된다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반드시 반란군 기지를 공개해야 합

니다.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위치” 칸에 있는 탐사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어, 그 카드를 “반란군 기지” 칸에 놓습니다. “반란군 기지” 칸에 있었던 모든 유닛

과 지휘관들을 그 탐사 카드에 적힌 행성계에 놓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그 탐사 카드를 앞면으로 “반란군 기지” 칸에 남겨 

둡니다.

A 어떤 행성계에서 제국군 플레이어가 함선을 가지고 있으나, 지상 유닛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란군 기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란군 플레이어는 제국군 플레

이어에게 그 행성계에 반란군 기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말해주

지 않습니다.

A 제국군 지상 유닛이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로 이동하게 되면, 모든 이동을 

완료한 후, 전투를 수행하기 전에 반란군 기지가 공개됩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지휘 페이즈 동안, 자신의 턴 시작 시 반란군 기지를 자발적

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역자 주: 공식 FAQ 적용).

J	 팀 전: 반란군 제독, 혹은 반란군 장군은 각자의 턴 시작 시 반란군 기지를 공

개할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어 있는 동안, “반란군 기지” 칸에 유닛을 이동시킬 수

도, 배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J	 “반란군 기지” 칸에 놓이게 될 지휘관들 혹은 유닛들은(배치되는 것이 아닌),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탐사 카드 앞면에 적힌 행성계에 대신 놓입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어 있는 동안,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제국군 유닛이

나 제국군 지지도가 없다면, “반란군 기지” 칸에 있는 자원 아이콘을 여전히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어 있는 동안, “반란군 기지” 칸에 적용해야 하는 카드들을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대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반란군 기지가 현재 

공개되어 있고, 제국군 플레이어가 “첩보 수집” 임무를 공개했다면, 반란군 기지

가 있는 행성계 내의 반란군 유닛 수에 따라 탐사 카드를 뽑습니다.

A 제국군의 “장거리 탐사” 임무 카드로는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지 건설(ESTABLISHING A NEW BASE)

“긴급 동원” 임무 카드를 사용해 반란군 플레이어는 새 반란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

니다.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려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탐사 카드 더미 맨 위에서 4장을 

뽑습니다. 그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새로운 기지의 위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지의 위치를 정하면, 기존의 반란군 기지의 탐사 카드를 공개하고, “반란군 기지” 칸
에 있었던 모든 유닛과 지휘관을 기존 반란군 기지가 있었던 행성계로 이동시킵니

다. 그 후, 기존 반란군 기지의 탐사 카드를 제국군 플레이어에게 건네 줍니다.

새로운 기지의 탐사 카드를 뒤집어서 게임 보드의 “위치(Location)” 칸 아래에 놓습니

다. 선택하지 않은 탐사 카드를 섞어, 탐사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탐사 카드들을 뽑고 본 뒤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가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뽑은 모든 카

드들을 섞어, 탐사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는 제국군 지지도, 제국군 유닛, 혹은 파괴된 행성계 마커가 있

는 행성계에는 기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J	 뽑은 카드들에 해당하는 모든 행성계에 제국군 지지도, 제국군 유닛, 혹은 파

괴된 행성계 마커가 있다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 새로운 기지

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소집 아이콘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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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Regions)

게임 보드에는 8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이 구획들은 두꺼운 주황색 경계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각 구획에는 4개의 행성계가 있습니다.

A 이동할 때, 유닛들은 구획 경계를 넘나 들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일부 카드 능력은 한 구획 내의 행성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주제: 행성계(Systems)

외딴 행성계(Remote Systems)

자원 아이콘이나, 지지도 칸이 없는 행성계를 외딴 행성계라고 부릅니다.

A 지지도 마커와 정복 마커를 외딴 행성계에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행성계들은 항

상 중립 행성계입니다.

A 외딴 행성계에 유닛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지지도(Loyalty),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 인구 밀집 행성계(Popu-

lous Systems), 정복(Subjugation), 행성계(Systems)

 

평판(Reputation)

평판 마커는 시간 트랙의 “14” 칸에서 시작하며, 평판 마커와 시간 마커가 같은 칸에 있

게 되면, 즉시 반란군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평판은 대부분 목표 카드를 통

해 얻을 수 있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평판 1을 얻게 되면, 평판 마커를 시간 마커 쪽으로 한 칸 이

동시킵니다.

J	 반란군 플레이어가 1 이상의 평판을 얻게 되면, 평판 마커를 한 번에 한 칸씩 

이동시킵니다. 이 때 시간 마커가 있는 칸에 도착하면,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

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평판 1을 잃게 되면, 평판 마커를 시간 마커 반대쪽으로 한 

칸 이동시킵니다.

관련 주제: 목표 카드(Objective Cards), 시간 마커와 시간 트랙(Time Marker and 

Time Track), 게임에서 승리(Winning the Game)

 

생포된 지휘관 구출(Rescuing Captured Leaders)

일부 카드를 통해 생포된 지휘관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을 구출하면, 그 지휘관

에게서 생포된 지휘관 부착 고리를 제거하고, 그 지휘관을 “반란군 기지”칸에 놓습니

다.

A 생포된 지휘관이 있는 행성계에 제국군 유닛이 없다면(보통 제국군이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 지휘관은 즉시 구출되며, 평소와 같이 반란군 기지로 이동합니다.

A 임무로 지휘관을 구출한 후에, 그 임무에 할당되었던 지휘관들도 “반란군 기

지”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행성계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은 행성계에 남

아 있게 됩니다.

A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었다면, 구출된 지휘관을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놓

습니다.

관련 주제: 생포된 지휘관(Captured 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반란군 기

지(Rebel Base)

 

자원 아이콘(Resource Icons)

인구 밀집 행성계에는 1개 이상의 자원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원 아이콘은 재충전 페이

즈 동안 이 행성계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닛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세력 시

트에 각 자원 아이콘에 해당하는 유닛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A 능력을 통해 어떤 행성계의 자원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면, 그 행성계에 어느 세

력의 유닛이 있는지, 어느 세력의 지지도 마커 혹은 정복 마커가 있는 지의 여부

와는 상관없이 자원 아이콘들을 모두 사용합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인구 밀집 행성계(Populous System), 재충전 페

이즈(Refresh Phase)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재충전 페이즈 동안, 플레이어들은 다음 게임 라운드를 준비하는 정리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지휘관 회수: 플레이어들은 게임 보드에 있는 자신의 모든 지휘관들을 자신의 지

       휘관 풀로 가져옵니다.

J	 지휘관이 아직 임무 카드 위에 있다면, 그 지휘관을 지휘관 풀로 되돌리

고, 그 카드를 해당 플레이어의 손으로 가져옵니다.

J	 이 단계를 수행하기 직전에, 반란군 플레이어는 “재충전 페이즈 시작 시” 목
표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    임무 뽑기: 각 플레이어는 두 장의 임무 카드를 뽑습니다. 그 후, 임무 카드 10장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게 되었다면, 10장 이하가 되게끔 임무 카드들을 버립니다.

J	 프로젝트 카드도 임무이며, 장 수 제한에 포함됩니다. 목표 카드는 장 수 제

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J	 시작 임무 카드를 버릴 수 없습니다.

J	 할당 페이즈나 지휘 페이즈에서는 장 수 제한을 초과하여 카드를 가지고 있

을 수 있습니다. 재충전 페이즈의 이번 단계 전까지는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

다.

J	 팀 전: 각 팀의 장군만 임무 카드를 뽑으며, 자신의 손에 10장을 초과하는 카

드가 있다면 어떤 카드를 버릴 지 선택합니다.

3.    탐사 드로이드 가동: 제국군 플레이어는 탐사 카드 2장을 뽑습니다.

J	 팀 전: 이번 단계에서 제국군 장군만 탐사 카드를 뽑습니다.

4.    목표 뽑기: 반란군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5.    시간 마커 전진: 시간 마커를 트랙에서 한 칸 전진시킵니다. 그 후, 플레이어들은 

       시간 마커가 도착한 칸에 있는 아이콘에 따라 지휘관을 소집, 그리고/혹은, 유닛을 

       생산합니다.

       I    소집 아이콘: 각 플레이어는 행동 카드에서 2장씩을 뽑아, 한 장을 선택해 소

            집합니다. 다른 한 장은 뒤집어서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놓습니다.

            -   팀 전: 제독은 행동 카드 2장을 뽑고, 어떤 지휘관을 소집할 지 결정합니다. 

                소집한 지휘관을 색깔에 맞는 지휘관 풀에 놓습니다(파란색 혹은 주황색).

                 그 지휘관 풀을 제어하는 플레이어가 이 행동 카드를 얻고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생산 아이콘: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새 유닛을 생산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

            의 지지도가 있는 행성계, 혹은 정복된 행성계에 있는 각 자원 아이콘에 해당

            하는 유닛을 하나씩 생산합니다. 정복된 행성계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자원 

            아이콘 하나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급처에서 이 유닛들을 가져와, 자원 아이콘 왼쪽에 적힌 숫자에 해당하는 생

            산 대기열 칸에 놓습니다.

            -   팀 전: 이번 단계에서 각 팀의 제독만 새 유닛을 생산합니다.

6.    유닛 배치: 반란군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각 플레이어는 생산 대기열에 있는 모

       든 유닛을 한 칸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1” 칸에서 보드판 바깥으로 나온 유닛들

       은 배치 준비 상태가 됩니다.

J	 팀 전: 이번 단계 동안 각 팀의 제독만 유닛들을 배치합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유닛 배치(Deploy Units), 버리기(Discard-

ing), 탐사 카드(Probe Cards), 소집(Recruiting), 시간 마커와 시간 트랙(Time 

Marker and Tim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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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임무(Starting Missions)

양 세력의 시작 임무 카드는 각각 4장이며, 그 임무 카드를 손에 들고 게임을 시작합니

다.

A 시작 임무 카드 하단에는 노란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시작 임무를 수행하거나 시도한 후, 그 카드를 해당 플레이어의 손으로 다시 가

져옵니다.

A 시작 임무는 절대 버려지지 않으며, 플레이어가 손에서 카드를 버릴 때, 시작 임

무 카드를 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주제: 임무 카드(Mission Cards)

 

구조물(Structures)

이온 캐논과 쉴드 제네레이터 지상 유닛들은 구조물입니다. 특수 능력을 가지며, 반란

군 세력 시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 같은 행성계에 여러 종류, 여러 개의 구조물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구조물은 혜택

을 제공합니다.

A 구조물이 그 행성계에 있는 동안에만, 그 구조물의 능력이 적용됩니다.

A 구조물은 고정 유닛이며,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지상 유닛(Ground Units), 유닛 이동(Moving Units)

 

정복(Subjugation)

제국군 지지도가 없는 행성계에 제국군 지상 유닛이 최소 하나라도 있다면, 그 행성계

는 정복된 상태가 됩니다. 정복 마커를 그 행성계에 놓습니다.

A 제국군 지지도 마커를 뒤집으면, 정복 마커가 됩니다.

A 정복 마커가 있는 행성계는 제국군 행성계입니다.

J	 행성계에 정복 마커가 있다고, 그 행성계에 지지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성계는 중립 상태일 수도 있고, 반란군 지지를 받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란군 지지도 마커가 그 행성계에 있다면).

A 제국군 플레이어는 정복된 행성계에 유닛을 배치할 수도 있고, 정복된 행성계로

부터 유닛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J	 정복된 행성계로부터 유닛을 생성할 때, 제국군 플레이어는 맨 왼쪽의 자원 

아이콘만 사용합니다.

A 정복된 행성계에서 제국군 지상 유닛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바로 정복 마커를 

제거합니다.

A 정복된 행성계에 반란군 지지도 마커가 있다면, 반란군 지지도 마커를 정복 마커 

아래에 놓아, 그 행성계에 남겨둡니다.

A 정복된 중립 행성계에서 제국군 지지도를 얻게 되면, 그 행성계 있었던 정복 마

커를 지지도 쪽으로 뒤집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정복된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얻으면, 반란군 지지도 마커를 

정복 마커 아래에 놓습니다.

A 반란군 플레이어가 정복된 행성계에서 지지도를 잃으면, 반란군 지지도 마커를 

정복 마커 아래에서 제거합니다. 이 행성계는 이제 중립 행성계가 됩니다.

관련 주제: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 지지도(Loyalty)

후퇴(Retreating) - 전투(Combat) 참고
 

라운드(Rounds)

두 종류의 라운드가 있습니다: 게임 라운드 / 전투 라운드.

A 게임은 몇 번의 게임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할당 페이즈, 지휘 페이

즈, 재충전 페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전투는 몇 번의 전투 라운드를 걸쳐 진행됩니다.

관련 주제: 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전투

(Combat),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방해 공작 마커(Sabotage Markers)

“방해 공작” 임무 카드를 통해 반란군 플레이어는 방해 공작 마커를 인구 밀집 행성계

에 놓을 수 있습니다. 방해 공작 마커는 재충전 페이즈 동안, 그 행성계로부터 유닛을 

생성하기 위한 자원 아이콘들의 사용을 막고, 그 행성계로 유닛을 배치하는 것도 막습

니다.

A 각 행성계에 최대 1개의 방해 공작 마커를 놓을 수 있습니다.

A 방해 공작 마커가 있는 행성계에서는, 능력을 통해 유닛을 “생산”할 수도 없고,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J	 행성계에서 자원 아이콘을 활용하는 다른 능력들은 방해 공작 마커에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계에서 유닛을 “얻게”해주는 능력은 방해 

공작 마커로 막을 수 없습니다.

A 방해 공작 마커는 제국군 임무 카드에 의해 제거될 때까지 게임 보드에 남아있

습니다.

A 방해 공작 마커는 양 세력에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유닛 배치(Deploy Units), 임무 카드(Mission 

Cards)

 

함선(Ships)

파란색 자원 아이콘을 가진 모든 유닛을 함선이라고 부릅니다.

A 슈퍼 스타 디스트로이어, 데스 스타, 건조 중인 데스 스타 역시 모두 함선입니다.

A 빨간색 체력을 가진 함선은 주력 함선입니다. 검은색 체력을 가진 함선은 전투기

입니다.

J	 데스 스타와 건조 중인 데스 스타는 정거장입니다. 이것들은 주력 함선도 아

니고, 전투기도 아닙니다.

관련 주제: 유닛 생산(Build Units), 주력 함선(Capital Ships), 데스 스타(Death 

Star), 유닛 배치(Deploy Units), 전투기(Fighters), 유닛(Units), 자원 아이콘(Re-

source Icons)

 

기술(Skills)

각 지휘관은 몇 개의 기술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기술 아이콘은 어떤 임

무에 그 지휘관을 할당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임무를 저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A 네 종류의 기술이 있습니다: 외교, 첩보, 병참, 특수 작전.

관련 주제: 외교(Diplomacy) D, 첩보(Intel) E, 지휘관(Leaders), 병참(Logistics) 

G, 임무 카드(Mission Cards), 특수 작전(Spec Ops) C
 

특수 작전(Spec Ops) C
특수 작전은 일부 지휘관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이자, 일부 임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

다. 반란군 특수 작전 임무는 일반적으로 제국군 유닛을 파괴하게 해주며, 반면 제국군 

특수 작전 임무는 보통 반란군 지휘관을 생포하거나, 생포한 지휘관에게 다양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련 주제: 지휘관(Leaders), 임무 카드(Mission Cards), 기술(Skills)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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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마커와 시간 트랙(Time Marker and Time Track)

시간 마커는 시간 트랙의 “1” 칸에서 시작하며, 매 게임 라운드 끝에 한 칸씩 전진합니

다.

A 시간 마커가 평판 마커와 같은 칸에 있는 상황이 되면, 반란군 플레이어는 게임

에서 즉시 승리합니다.

관련 주제: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 라운드(Rounds), 평판(Reputation)

 

수송력(Transport Capacity)

지상 유닛 및 타이 파이터를 이동시키려면, 플레이어는 충분한 수송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함선의 수송력은 세력 시트의 유닛 아이콘 근처 검은 글상자에 표시되어 있습

니다.

A 각 지상 유닛 및 타이 파이터는 수송력 1씩을 차지합니다.

관련 주제: 파괴된 행성계(Destroyed Systems), 지상 유닛(Ground Units), 유닛 이동

(Moving Units)

 

유닛(Units)

게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미니어처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각 유닛의 능력 및 이름

은 세력 시트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리벨리온에 포함된 모든 유닛 목록입

니다:

A 제국군 유닛: 타이 파이터 24기, 어설트 캐리어 8기, 스타 디스트로이어 8기, 슈

퍼 스타 디스트로이어 2기, 데스 스타 2기, 건조 중인 데스 스타 1기, 스톰트루

퍼 30기, AT-ST 10기, AT-AT 4기.

A 반란군 유닛: X-윙 8기, Y-윙 12기, 코렐리안 코르벳 4기, 반란군 수송선 4기, 

몬 칼라마리 크루저 3기, 반란군 트루퍼 21기, 에어스피더 6기, 쉴드 제네레이

터 3개, 이온 캐논 3개

A 팀 전: 규칙에서 어느 한 플레이어의 유닛들을 언급한다면, 그 플레이어의 팀에 

속한 모든 함선 및 지상 유닛을 의미합니다.

관련 주제: 주력 함선(Capital Ships), 데스 스타(Death Star), 전투기(Fighters), 지상 

유닛(Ground Units), 함선(Ships), 구조물(Structures)

 

게임에서 승리(Winning the Game)

각 세력은 고유의 승리 조건을 가집니다:

A 반란군 기지가 있는 행성계에 제국군 유닛이 있으나 반란군 유닛이 없다면, 제국

군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합니다.

J	 반란군 기지가 공개되었을 경우에만 제국군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A 평판 마커가 시간 마커와 같은 칸에 있다면 반란군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합니다.

관련 주제: 목표 카드(Objective Cards), 반란군 기지(Rebel Base), 평판(Reputa-

tion)

행성계(Systems)

행성계는 행성 그림, 행성 주변 “우주” 영역, 행성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

집 행성계에는 추가로 자원 아이콘들과 지지도 칸이 있습니다.

A 행성계에는 그림에 묘사된 하나의 행성뿐만 아니라, 행성계 내에 다른 소행성

들, 우주 정거장, 달 등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A 어떤 능력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계”를 언급하고 있다면, 플레이어들은 어느 한 

유닛이 그 행성계에 도달하는데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할 지를 셉니다. 같은 거리

의 행성계가 여러 개 있다면, 그 능력을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관련 주제: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 지지도(Loyalty),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 인구 밀집 행성계(Populous Systems), 반란군 행성계(Rebel Systems), 구
획(Regions), 외딴 행성계(Remote Systems), 자원 아이콘(Resource Icons)

 

전술 카드(Tactic Cards)

전투 중에, 전술 카드를 뽑습니다. 전술 카드에는 전투 중에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특수 능력들이 있습니다.

A 전투 시작 시,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지휘관의 전술력에 따라 전술 카드를 뽑습니

다. 플레이어들은 A 주사위 결과를 소비해 추가로 전술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

다.

A 전술 카드를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A 전투가 끝날 때, 버린 지상 전술 카드와 버린 우주 전술 카드를 모두 각각의 카드 

더미에 넣고 섞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주사위(Dice), 지휘관(Leaders)

 

팀 전(Team Game)

2명을 초과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한 팀에 두 명까지 구성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한 명은 제독을, 다른 한 명은 장군 역할을 수

행하게 됩니다.

A 세력 시트의 “팀 전” 쪽을 사용하며, 그 시트에는 각자의 지휘관 풀이 있습니다. 

3인 플레이 시에는, 한 명의 반란군 플레이어가 세력 시트의 “팀 전” 쪽을 사용하

며, 제독과 장군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A 같은 팀의 플레이어들은 원하는 만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상대에게는 비공개). 하지만 모든 논의는 상대 앞에서 공

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암호를 쓰거나, 귓속말을 해도 되지만, 별도로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뜨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팀 전 게임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규칙 참고서의 여러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팀 

전:” 말머리를 달아 표시했습니다.

관련 주제: 행동 카드(Action Cards), 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 유닛 생산

(Build Units), 전투(Combat),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 지휘관(Leaders), 목
표 카드(Objective Cards), 탐사 카드(Probe Cards), 소집(Recruiting), 재충전 페이

즈(Refresh Phase)

 

전장(Theater)

스타워즈: 리벨리온은 두 개의 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지상. 각 유닛은 두 

전장 중 한 곳에서 공격하며,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각 전장에 대한 전술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A 교전에서 피해를 할당하고, 피해를 입힐 때, 같은 전장에 있는 유닛에게만 피해

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들이 우주 교전 단계를 수행 중이라

면, 지상 유닛에는 피해를 할당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전투(Combat), 피해(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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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남은 임무: 각 플레이어는 남은 임무 카드를 가져와 섞어 임무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그 카드 더미를 세력 시트의 “임무 카드 더미” 라벨 옆에 뒤집어 

              놓습니다.

8.    시작 유닛 및 지지도 놓기: 다음 구성물을 가져와 다음과 같이 놓습니다:

       I    탐사 카드 더미를 섞고, 반란군 행성계 3장과 제국군 행성계 5장이 공개될 때

            까지, 그 카드 더미 위에서부터 카드를 공개합니다. 이 3개의 반란군 행성계에 

            각각 반란군 지지도 마커를 놓습니다. 처음 뽑은 제국군 행성계 2개에는 정복 

            마커를 놓고, 다른 3개의 제국군 행성계에는 각각 제국군 지지도 마커를 놓습

            니다.

            5장의 제국군 행성계 탐사 카드를 게임 상자로 되돌립니다. 그 후, 뽑았던 다

            른 탐사 카드들을 탐사 카드 더미에 넣고 섞습니다.

       II    제국군 플레이어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3기, 어설트 캐리어 3기, 타이 파이터

             12기, 스톰트루퍼 12기, AT-ST 5기, AT-AT 1기, 데스 스타 1기를 가져와,

             제국군 지지도 마커나 정복 마커가 있는 아무 행성계들에 이 유닛들을 놓습

             니다.

             - 각 제국군 행성계마다 1개 이상의 지상 유닛을 놓아야 합니다.

             - 팀 전: 제독이 시작 유닛들을 어디에 놓을 지 결정합니다.

       III    반란군 플레이어는 코렐리안 코르벳 1기, 반란군 수송선 1기, X-윙 2기, Y-

              윙 2기, 반란군 트루퍼 6기, 에어스피더 2기를 가져옵니다. 이 유닛들을 “반
              란군 기지”칸 그리고/혹은 반란군 행성계 혹은 중립 행성계 한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 팀 전: 제독이 시작 유닛을 어디에 놓을 지 결정합니다.

       IV    각 플레이어는 시작 행동 카드를 무작위로 2장씩 뽑습니다(소집 아이콘이 없

             는 행동 카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세력 시트 근처에 그 카드를 뒤집어 놓

             습니다. 

             다른 모든 시작 행동 카드들은 이번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들

             을 상대에게 공개하지 않고, 게임 상자로 되돌립니다.

             - 팀 전: 각 팀은 카드를 무작위로 2장씩 뽑고, 그 카드에 그려진 지휘관을 제

               어하는 플레이어게 해당 카드를 줍니다. 카드에 지휘관이 그려져 있지 않다

               면 같은 팀 내 아무 플레이어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반란군 기지 위치 선택: 반란군 플레이어는 탐사 카드 더미에서 1장을 비밀리에 

       선택하고, 그 카드를 게임 보드의 반란군 기지 “위치” 칸 아래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 후, 탐사 카드 더미를 섞고, 게임 보드의 “탐사 카드 더미” 칸에 놓습니다.

J	 팀 전: 반란군 팀이 반란군 기지를 어디에 위치시킬 지 결정하지 못하면, 장
군이 결정합니다.

10.    시작 임무 카드 뽑기: 각 플레이어는 시작 임무 4장을 가져오고, 각자의 임무 카

         드 더미 맨 위에서 2장씩을 뽑아 시작 임무 카드를 구성합니다. 이 카드들을 상

         대 팀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J	 팀 전: 각 팀의 장군이 임무 카드 2장을 뽑고, 임무 카드 관리를 담당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규칙 참고서의 이 부분에는 스타워즈: 리벨리온 게임의 준비 과정에 대한 전체 규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플레이 방법(Learn to Play) 뒷면에 적힌 상급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게임을 플레이하고 난 후, 이후의 게임에서는 이 페이지의 있는 

게임 준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세력 선택 및 구성물 가져오기: 플레이어들은 이번 게임에서 누가 제국군을 플레

       이하고, 누가 반란군을 플레이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못했다면, 동전 던

       지기 등으로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 세력의 플라스틱 미니어처, 지휘관, 지지도 마커, 세력 시트, 임
       무 카드, 행동 카드를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J	 팀 전: 같은 팀 플레이어들은 누가 제독을 할 지, 장군을 할 지 선택해야 하

며, 세력 시트의 “팀 전” 쪽을 사용합니다.

J	 팀 전(3인 플레이에만): 반란군 플레이어 한 명이 세력 시트의 “팀 전” 쪽을 

사용하고, 제독과 장군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2.    시작 지휘관 놓기: 각 플레이어는 소집 아이콘이 없는 지휘관 4명을 가져와 자신

       의 세력 시트의 “지휘관 풀” 칸에 놓습니다. 소집 아이콘이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게임 보드 근처에 놓고, 이후 게임에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지휘관 풀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J	 팀 전: 제독과 장군은 각자 2명의 시작 지휘관을 가져와서 각자의 지휘관 풀

에 놓습니다.

3.    게임 보드 및 시간 트랙 준비: 게임 보드 2개를 가져와, 플레이 영역 가운데에 붙

       여 놓습니다. 그 후, 시간 마커를 시간 트랙의 첫 번째 칸에 놓고 평판 마커를 시간 

       트랙의 “14”칸에 놓습니다.

4.    목표 카드 더미 준비: 목표 카드를 뒷면 숫자((I, II, III)에 따라 세 더미로 구분하

       고, 각각의 더미를 섞습니다. 그 후, 게임 보드의 “목표” 칸에 III 더미를 놓고, 그 다

       음 II 더미를 놓고, 그 다음 I 더미를 놓아, 목표 카드 더미를 구성합니다. 그 후, 반

       란군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J	 팀 전: 반란군 장군이 목표 카드를 뽑습니다.

5.    행동 카드 더미 준비: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소집 아이콘이 있는 행동 카드를 모

       두 가져와 섞어 행동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그 카드 더미를 세력 시트의 “행동 카

       드 더미” 라벨 옆에 뒤집어 놓습니다.

6.    전술 카드 더미, 마커, 주사위 준비: 우주 전술 카드 더미, 지상 전술 카드 더미를 

       각각 섞어 모든 플레이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습니다. 그 후, 남은 모든 마

       커와 주사위를 그 근처에 놓습니다.

7.    임무 카드 준비: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임무 카드를 가져와 아래 설명대로 정렬합

       니다.

       I    시작 임무: 모든 시작 임무 카드에는 그 하단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시작 임무 카드 4장을 가져와 한쪽에 둡니다.

       II    프로젝트: 카드 우측 하단에 파란색 원과 하얀색 별이 그려진 카드는 모두 

             프로젝트 카드입니다. 제국군 플레이어는 그 프로젝트 카드들을 가져와 함께 

             섞습니다. 그 후, 게임 보드의 “프로젝트” 칸에 뒤집어 놓습니다.

부록: 게임 준비 전체 규칙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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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한글 기준)

ㄱ
가장 가까운 행성계(Closest  System)

- 행성계 참고............................................14

게임 준비(Setup).......................................15

게임에서 승리(Winning the Game)..............14

고정(Immobile) - 유닛 이동 참고.................09

공격(Attacks) - 공격 수행 참고....................04

공격력(Attack Values)...............................03

교전에서 승리(Winning a Battle).................05

구성물 제한(Component Limitations).........06

구조물(Structures)....................................13

구획(Regions)...........................................12

기술(Skills)...............................................13

기지(Base) - 반란군 기지 참고.....................10

ㄷ
다크 사이드의 유혹(Lure of the Dark Side)

- 지휘관 참고............................................08

데스 스타(Deat Star)..................................06

데스 스타 건조(Building a Death Star).........06

데스 스타 파괴(Destroying a Death Star).....06

데스 스타 파괴 작전(Death Star Plans)

- 데스 스타 파괴 참고.................................06

ㄹ
라운드(Rounds)........................................13

ㅁ
목표 카드(Objective Cards)........................10

ㅂ
반란군 기지(Rebel Base)............................10

반란군 기지 공개

(Revealing the Rebel Base).......................11

반란군 기지에서 이동

(Moving from the Rebel Base)...................10

반란군 행성계(Rebel Systems).....................11

방어(Block) - 전투 참고..............................04

방해 공작 마커(Sabotage Markers)..............13

버리기(Discarding)...................................07

병참(Logistics)..........................................08

부정 행위(Cheating)..................................04

부착 고리(Attachment Rings).....................03

ㅅ
새로운 기지 건설(Establishing a New Base)..11

생포된 지휘관(Captured Leaders)...............03

생포된 지휘관 구출

(Rescuing Captured Leaders)....................12

소집(Recruit)............................................11

수송 제한(Transport Restriction)

- 유닛 이동 참고........................................09

수송력(Transport Capacity).......................14

시간 마커와 시간 트랙

(Time Marker and Time Track).................14

시도(Attempt) - 임무 카드 참고...................08

시작 임무(Starting Missions)......................13

ㅇ
외교(Diplomacy)......................................07

외딴 행성계(Remote Systems).....................12

우주 교전(Space Battle) - 전투 참고.............04

유닛(Units)...............................................14

유닛 배치(Deploy Units)............................07

유닛 생산(Building Units)..........................03

유닛 얻기(Gain Units) - 유닛 배치 참고........07

유닛 이동(Moving Units)............................09

인구 밀집 행성계(Populous Systems)...........10

임무 카드(Mission Cards)...........................08

ㅈ
자원 아이콘(Resource Icons)......................12

재충전 페이즈(Refresh Phase).....................12

저지(Oppose) - 임무 카드 참고...................08

전술 카드(Tactic Cards).............................14

전술력(Tactic Value) - 지휘관 참고..............08

전장(Theater)...........................................14

전투(Combat)...........................................04

전투기(Fighters)........................................07

정복(Subjugation).....................................13

제국군 행성계(Imperial Systems)................08

주력 함선(Capital Ships)............................03

주사위(Dice).............................................07

중립 행성계(Neutral Systems).....................10

지상 교전(Ground Battle) - 전투 참고..........04

지상 유닛(Ground Units)............................07

지지도(Loyalty).........................................08

지휘 페이즈(Command Phase)...................06

지휘관(Leaders)........................................08

지휘관 제거(Eliminating Leaders)...............07

ㅊ
첩보(Intel)................................................08

체력(Health Values)..................................08

ㅋ
카보나이트 고리(Carbonite Ring)

- 생포된 지휘관 참고..................................03

ㅌ
탐사 카드(Probe Cards).............................10

특수 작전(Spec Ops)..................................13

팀 전(Team Game)....................................14

ㅍ
파괴된 유닛(Destroyed Units).....................07

파괴된 행성계(Destroyed Systems)..............07

평판(Reputation)......................................12

프로젝트(Projects).....................................10

피해(Damage)..........................................06

피해 방어(Block Damage) - 전투 참고.........05

ㅎ
할당 페이즈(Assignment Phase)..................03

함선(Ships)...............................................13

행동 카드(Action Cards)............................02

행성계(Systems)........................................14

행성계 활성화(Activating Systems)..............02

현재 플레이어(Current Player)....................06

후퇴(Retreating).......................................05

스타워즈: 리벨리온

규칙 참고서
Noname(http://teamy.tistory.com)

스타워즈: 리벨리온 한글 규칙 참고서는 Team Y.에서 번역했고, 물휴지님과 eleectron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이 규칙 참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물휴지, eleectron, Noname이 공동 작업한, 

보드판 한글화, 세력 시트 한글화 및 카드 한글화 자료와 완벽히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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