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라 1인 게임 규칙

하다라를 1인 게임으로 즐겨보세요! 여러분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더미 플레이어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 Dummy Player ]

이 규칙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모든 규칙은 기본 규칙과 동일합니다.
하다라 1인 게임 규칙에서는 시장과 기념물 확장, 귀족과 발명 확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 준비

시대 카드 (A단계)

시대 카드:

– I 시대 카드를 색깔별로 분리하여 잘 섞은 뒤, 2장씩 뽑아 테이블 가운데에
종류별로 더미를 만들어 둡니다. 이 카드들은 A단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다시 한번 I 시대 카드를 색깔별로 2장씩 뽑습니다. 이번에는 뽑은 카드를 모두 섞어
테이블 가운데에 하나의 더미를 만들어 둡니다. 이 카드들은 B단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남은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게임 상자에 되돌려 놓습니다.
– 1인 게임에서는, 게임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대 카드 (B단계)

식민지 타일:

– 기본 규칙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타일 25개를 왼쪽 아래의 숫자별로 분류하여
잘 섞은 후 각각의 더미에서 2개씩 뽑아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 남은 식민지 타일은 뒷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임 상자에 되돌려 둡니다.

플레이어 준비:

식민지 타일

– 개인 판 2개를 가져와 자기 앞에 둡니다. 1개는 여러분이 사용하며, 나머지 1개는 더미 플레이어가 사용합니다.
– 준비 카드 5장을 잘 섞고, 무작위로 2장을 뽑아 1장을 더미 플레이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져옵니다.
이때 각 카드의 어떤 면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 여러분은 준비 카드에 표시된 만큼 동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미 플레이어는 동전을 받지 않습니다.
(더미 플레이어는 게임 내내 동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 카드

– 기본 규칙에 따라 나머지 개인 판 준비를 마칩니다. 3p의 '난이도 조절'을 보고, 이번에 도전할 더미 플레이어의 레벨에 따라
은메달과 금메달을 놓습니다. 그 후, 나머지 보너스 타일을 모두 뒤집어서 잘 섞어 놓습니다.

참고: 더미 플레이어는 여러분보다 많은 카드를 놓게 됩니다. 미리 개인 판 아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두세요.
플레이어 준비

더미 플레이어 준비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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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행

준비 카드의 숫자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모든 시대에서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A 단계

‘뒷면 카드 가져오기’ 단계를 진행할 때, 테이블 가운데에 종류별로 만들어둔 더미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중 1장을 선택한 뒤, 나머지 카드 1장은 더미 플레이어의 개인 판 해당 색깔 아래 놓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는 구매하거나 판매합니다.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게임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떤 더미를 먼저 가져올지는 항상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 후, 다음 행동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수입: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더미 플레이어는 수입을 받지 않습니다.

식민지: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더미 플레이어는 요구 조건을 충족한 식민지 타일을 가져옵니다.
여러 식민지 타일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면, 그중 가장 높은 숫자의 식민지 타일 1개를 가져옵니다.
더미 플레이어는 항상 식민지를 통합합니다. 가져온 식민지 타일을 뒤집어, 해당하는 만큼 문명 수준을 올립니다.
기념상 세우기: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더미 플레이어는 요구 조건을 충족한 기념상을 세웁니다.
여러 기념상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면, 그중 가장 높은 숫자의 기념상을 세웁니다.
이때, 뒷면으로 뒤집어 놓은 보너스 타일 중 1개를 무작위로 골라,
앞면으로 뒤집어 기념상의 보너스 타일 칸에 놓은 뒤 해당 문명 수준을 올립니다.

B 단계

‘게임 준비’에서 B단계용으로 만들어 둔 카드 10장 더미에서, 맨 위 2장을 뽑습니다.
그중 1장을 선택한 뒤, 나머지 카드 1장은 더미 플레이어의 개인 판 해당 색깔 아래 놓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는 구매하거나 판매합니다.
참고: 여러분은 카드 더미를 어떤 순서로 뽑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더미를 다시 섞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참고: 더미 플레이어는 A단계와 B단계에서 각각 5장씩 카드를 받습니다. 즉, 게임이 끝날 때 더미 플레이어는 30장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수입 - 식민지 - 기념상 세우기 단계는 A단계와 똑같이 진행합니다.
식량 공급: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단, 더미 플레이어는 식량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메달/금메달 구매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더미 플레이어가 가지는 메달은 게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p의 ‘게임 난이도 조절’을 참고해주세요.)
더미 플레이어가 은메달을 놓을 때는, 무작위로 보너스 타일 1개를 선택해서 앞면으로 은메달 보너스 타일 칸에 놓습니다.
더미 플레이어가 보너스 타일을 8개보다 많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게임 상자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너스 타일 8개(종류별로 2개씩)를 새로 꺼내 뒷면이 보이도록 잘 섞어 더미 플레이어 개인 판 옆에 놓습니다.

새로운 시대

게임 준비 및 게임 진행 과정은 I, II, III 시대가 모두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각 시대에 맞는 카드를 새롭게 준비하는 걸 잊지 마세요.

게임 종료와 점수 계산

기본 규칙과 마찬가지로, III 시대의 B단계가 끝나면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 기록지에 여러분의 점수와 더미 플레이어의 점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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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카드

더미 플레이어는 보라색 카드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카드들은 여전히 더미 플레이어에게도 그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림 예시:

더미 플레이어의 보너스 타일을 무작위로 1개 선택해서
이 카드 위에 올려놓은 뒤, 해당하는 문명 수준을 올립니다.

난이도 조절

레벨마다 더미 플레이어 게임 준비 과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참고: 더미 플레이어는 은메달 칸에 관계없이 은메달을 3개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1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노란색 은메달

을 받습니다.

2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노란색 은메달

과 초록색 은메달

4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무작위 은메달

1개를 받습니다.
1개를 받습니다.

3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무작위 은메달

을 받고 준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개를 받습니다.

I 시대가 끝날 때 무작위 은메달

5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무작위 은메달

3개를 받고 준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레벨: 각 시대가 끝날 때 무작위 은메달

1개를 받습니다.

7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색깔별로 은메달을 1개씩 받습니다. (총 4개)

8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금메달

9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금메달

1개와 초록색 은메달

1개를 받습니다.
II시대가 끝날 때 무작위 은메달
2개를 받습니다.

10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금메달

11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금메달

1개를 받습니다.

2개를 받고 준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개를 받습니다.
II시대가 끝날 때 무작위 은메달
2개를 받습니다.

최종 레벨: 게임을 시작할 때 금메달

2개를 받습니다.
각 시대가 끝날 때 무작위 은메달
1개를 받습니다.

참고: 숙련된 플레이어는 1레벨를 건너뛰고 2레벨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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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9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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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조절 요약표
시작

I 시대 끝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9레벨
10레벨
11레벨
최종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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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대 끝

III 시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