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의 진행
턴 시작 순서
카드 열 채우기 (첫 번째 라운드는 채우지 않습니다.)
게임 인원 수에 따라 앞쪽의 카드를 제거한 후, 남은 카드를 왼쪽으로 밀고 빈 칸을 새로운 카드로 채웁니다.
·	처음으로 카드 열을 채웠을 때, A시대가 끝납니다.
·

I, II, III시대는 각 시대의 시민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그 시대가 끝납니다. 현재 시대 보드에 표시된 아이콘의 지시를 따릅니다.

전쟁 해결 (이전 라운드에 전쟁을 선언한 경우)
·	군사력이 더 강한 문명이 승리합니다. (보너스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의 지시를 따르고, 카드를 버립니다.

전용 전술을 공용 전술로 만들기 (전용 전술이 있는 경우)
·

개인 공간에 있는 전술 카드를 공용 전술 칸에 놓습니다.

정치 단계 (아래 중 한 가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이벤트 묻기 (오른쪽 상단 구석에

표식이 있는 녹색 군사 카드)

·	묻으려는 카드를 미래 이벤트 카드 더미의 맨 위에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놓습니다. 묻은 카드의 등급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

현재 이벤트 카드 더미의 맨 윗장을 펼쳐서, 카드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영토 카드가 나오면 식민지 점령 규칙을 따릅니다.

·

현재 이벤트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미래 이벤트 카드 더미를 시대 순서에 맞게 잘 섞어서 현재 이벤트 칸으로 옮깁니다.

침략하기 (카드 제목에 침략이 있는 갈색 군사 카드)
·

카드를 공개하고, 침략할 상대를 고릅니다. 카드에 표시된 군사 행동을 사용합니다.

·	침략 대상이 군사 카드를 버리면 한 장당 +1의 군사력 보너스를 얻습니다. 보너스 카드와 군사 카드 버리기를 사용해서 공격자의 군사력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만들면 침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군사 행동 수만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침략 대상이 방어하지 못하면 카드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	침략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침략 카드를 버립니다.

전쟁 선언 (카드 제목에 전쟁이 있는 회색 군사 카드)
·

카드를 공개하고, 침략할 상대를 고릅니다. 카드에 표시된 군사 행동을 사용합니다.

·

전쟁을 선언한 사람이 다음 턴을 시작할 때 전쟁의 결과를 적용합니다.

조약 제안 (카드 제목 위에 악수 그림이 있는 파란색 군사 카드)
·	카드를 공개합니다. A와 B가 지정되어 있는 조약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A와 B중 자신이 어느 쪽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서 제안합니다.
·	상대방이 조약을 받아들이면 카드를 자신의 개인 공간에 놓습니다. 기존에 자신의 개인 공간에 놓인 조약이 있다면 버립니다.
상대가 조약을 거절하면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갑니다.

조약 파기
·

자신이 참여한 조약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패배 선언 (IV시대에는 패배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 단계
카드 열에서 카드 가져오기: 카
 드당 시민 행동 1~3개를 사용합니다.
문화 유산은 완성한 문화 유산당 시민 행동 하나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인구 증가: 노란색 저장소에서 일꾼 토큰 하나를 일꾼 대기소로 옮깁니다. 옮긴 토큰의 위치에 표시된
농장, 광산, 도시 건물 건설: 일하지 않는 일꾼 하나를 카드에 놓습니다.

을 지불합니다.

을 지불합니다.

농장, 광산, 도시 건물 향상: 카
 드에 놓인 일꾼 하나를 같은 계열의 상위 카드로 옮깁니다.
두 카드에 표시된 자원의 차이만큼
을 지불합니다.
농장, 광산, 도시 건물 파괴: 카드에 놓인 일꾼 하나를 일꾼 대기소로 옮깁니다.
지도자

추대: 지도자 카드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기존 지도자를 교체한 경우, 시민 행동 하나를 되돌려 받습니다.
을 지불하고, 파란색 토큰으로 그 숫자를 덮습니다.


문화
유산 한 단계 건설: 토큰으로 덮이지 않은 맨 왼쪽 숫자만큼

점수를 지불하고,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기술 개발: 개
 발하려는 카드의
특수 기술, 정부 카드를 내려놓을 경우, 기존에 놓았던 같은 계열의 기술 카드와 교체합니다.
혁명 선언: 기존 정부와 교체합니다. 시민 행동 전부를 사용하고, 정부 카드의 낮은 쪽 수치의

을 지불합니다.

행동

카드 사용: (이번 턴에 가져온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의 효과를 실행합니다.
카드 내용을 실행하면서 추가로 시민 행동을 쓰지 않습니다.
군사
유닛 건설: 일하지 않는 일꾼 하나를 카드에 놓습니다.


을 지불합니다.

군사 유닛 향상: 카드에 놓인 일꾼 하나를 같은 계열의 상위 카드로 옮깁니다. 두 카드에 표시된 자원의 차이만큼
군사

유닛 해체: 카드에 놓인 일꾼 하나를 일꾼 대기소로 옮깁니다.
전술

사용: 자기 개인 공간에 전술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전술 깃발을 카드 위에 놓습니다.
전술

복제: 자신의 전술 깃발을 공용 전술 중 하나에 놓습니다.

턴 마무리 순서
·

개인 보드에 표시된 아이콘을 따라갑니다.

·	턴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군사 카드를 버리는 즉시,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차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을 지불합니다.

게임에서 쓰이는 용어
일꾼 노란색 저장소가 아닌, 자신의 플레이 공간에 있는 노란색 토큰.
일하지 않는 일꾼 카드에 놓여있지 않은 일꾼.
자신의 기술 자신의 플레이 공간에 있는 기술 카드.
카드의 등급 해당 카드의 시대.
A시대 = 0등급, I시대 = 1등급, II시대 = 2등급, III시대 = 3등급.
농장 또는 광산 농장 또는 광산 기술 카드(갈색)에 놓인 일꾼.
도시 건물 도시 건물 기술 카드(회색)에 놓인 일꾼.
군사 유닛 군사 기술 카드(빨간색)에 놓인 일꾼.
농장, 광산, 건물, 군사 유닛의 등급 해당 일꾼이 놓여있는 기술 카드의 등급과 동일.
파괴 농장, 광산, 도시 건물 하나를 파괴하면, 해당 일꾼을 일꾼 대기소로
되돌림.
해체 군사 유닛 하나를 해체하면, 해당 일꾼을 일꾼 대기소로 되돌림.
희생 군사 유닛 하나를 희생하면, 해당 일꾼을 노란색 저장소로 되돌림.
행복 지표 카드와 일꾼으로 얻는 행복지수의 총합. 항상 0과 8사이.
불만 있는 일꾼 개수 노란색 저장소에서 행복 지표 마커 왼쪽으로 비어 있는 구역의 수.
폭동 턴을 마칠 때, 일하지 않는 일꾼의 수가 필요한 불만 있는 일꾼 수보다
적으면 생산 단계를 건너뜀.
자원 비용 어떤 기술 카드에 일꾼을 올릴 때, 또는 문화 유산 한 단계의
과학 점수 비용 기술 카드를 내려놓는

비용.

비용.

인구를 잃습니다. 일하지 않는 일꾼 하나를 노란색 저장소로 되돌림.
없는 경우, 카드에 있는 일꾼 하나를 되돌림.
인구를 얻습니다. 노란색 저장소에 있는 노란색 토큰 하나를 일꾼 대기소로 옮김.
인구를 늘립니다. 식량 비용을 지불하고 인구 하나를 얻음.
또는

을 잃습니다. 잃은 양에 해당하는 파란색 토큰을 파란색 저장소로 되돌림.
모자라는 경우, 있는 만큼만 되돌림.
을 지불합니다. “잃는” 경우와 비슷하지만, 지불할 양이 모자라면 해당 행동을 할 수 없음.

또는
또는

을 얻습니다. 얻는 양에 해당하는 파란색 토큰을 파란색 저장소에서 농장이나 광산으로
옮김.

점수를 지불합니다. 사용한 점수만큼 과학 점수 표시 마커를 후퇴.
지불할 점수가 모자라면 해당 행동을 할 수 없음.
또는

점수를 얻습니다. 얻은 점수만큼 과학 점수 또는 문화 점수 표시 마커를 전진.

또는

점수를 잃습니다. 잃은 점수만큼 과학 점수 또는 문화 점수 표시 마커를 후퇴.
0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

군사력이 가장 강한/약한 문명 턴 순서에 따라 동률 우위 결정.
턴이 더 빠른 사람이 더 강한 문명. 턴을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문명.
군사력이 가장 강한/약한 두 문명 2인 게임의 경우, “군사력이 가장 강한/약한 문명”으로 간주함.
가장 많은(높은)/적은(낮은) 문명 동률 우위 결정은 위와 동일,
문명의 상대적인 평가 각 평가별로 가장 높은 문명부터 가장 낮은 문명으로 정렬할 수 있고,
동률 우위 결정은 위와 동일.
(게임이 끝난 후라면, 시작 플레이어를 턴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