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뱅뱅뱅

플레이 인원수：2-4명  대상 연령：10 세 이상  플레이 시간：75 - 120 분

처음에
인류 마지막 생존자들은 대항할 수 없는 적에 의한 멸망을 두려워 하였고 새로운 은하계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성운에 도착한 뒤 몇개의 파벌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진 있는 다양한 혹성에 정착했습니다. 우주선을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으로 바꾸어 각각의 파벌은 200 년 이상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인류의 각 파벌은 이제 각각의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력을 넓히고
성계를 탐험해야 합니다. 이 탐험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외계인 문명이 존재했던 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성의 유적에 숨겨져있는 것은 강력한 신기술의 단서입니다 ... ....
이 새로운 기술의 탐험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항성간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 ....
내용물
혹성 디스크 24 개
소행성 디스크 10 개
모성디스크 4 개
게임 보드 피스 9 매
거리 기준 타일 4 개
우주선 디스크 32 개
전함 디스크 4 개
군대 피겨 56 개 (4 색 각 14 개)
콜로니 목재(원형) 16 개 (4 색 각 4 개)
도시 목재(원주) 16 개 (4 색 각 4 개)
연구 시설 목재(입방체) 32 개 (4 색 각 8 개)
기술 트랙 마커 16 개 (4 색 각 4 개)
플레이어 플랜시트 4 매 (4 색 각 1 매)
룰 북 1 권
승리점토큰 50 개
씰 시트 2 매

중요한 용어
룰 북 중에서 굵은 글씨로 된 용어는 마지막에 있는 용어 사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개요
플레이어는 우주선으로 은하계를 항행해, 연구 시설, 콜로니,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대를 혹성에 상륙시킵니다. 혹성에 자신의 아이템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 플레이어는 그 혹성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중에 모든 아이템이 혹성에서 제거되었을 경우, 그 혹성은 이제
점령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어느 플레이어도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1개의 혹성상에
임의의 아이템을 3개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연구 시설의 수에는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혹성상에 둘 수 있는 아이템이란 군대, 연구 시설, 콜로니, 도시입니다. 군대는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각 건물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콜로니는 혹성의 방어력을 1 올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콜로니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시는 혹성의 방어력을 2 만큼 올려주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또, 도시는 플레이어의 군대나 우주선의 서플라이도 늘립니다. 연구 시설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일반적 룰보다 좋은 능력을 플레이어에게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플레이어는 승리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어느 플레이어가 마지막 승리점 토큰을
획득하면 다른 모든 플레이어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차례를 가집니다. 그 후,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득점을 계산해 가장 많은 승리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중에
적 혹성이나 적 우주선의 공격에 성공하거나, 채광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최초의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등으로 승리점을 획득합니다.

게임의 준비
스텝 1
9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임 보드를 밑그림과 같이 조합해 테이블의 중앙에 둡니다.

중앙 피스를 테이블에
둡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음에, 상한 피스 4매를 
그림과 같이 둡니다.

그 후, 코너 피스 4매를 둡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텝 2
각 플레이어는 1색을 선택해, 그 색 모성디스크를 가져옵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모성디스크와
 소행성 디스크를,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밑의 그림에 나타난 구멍에 둡니다. 
 이 디스크들은 게임동안 쭉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2인 플레이

3인 플레이

4인 플레이

모성

소행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모성

소행성

모성

소행성

모성

스텝 3
게임 보드상의 상한 마다 혹성 그룹을 1개씩 만듭니다. 각 그룹은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플레이 인원수
2인

3인

4인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각 색상의 행성 1개 각 색상의 행성 1개 각 색상의 행성 1개 각 색상의 행성 1개
 소행성 2개
 소행성 2개
 소행성 2개
 소행성 2개
 오렌지색 2개
 오렌지색 1개
 오렌지색 1개
 오렌지색 1개
 회색 1개
 회색 2개
 회색 1개
 회색 1개
 보라색 1개
 보라색 1개
 보라색 2개
 보라색 1개
 갈색 1개
 갈색 1개
 갈색 1개
 갈색 2개
 소행성 1개
 소행성 1개
 소행성 1개
 소행성 1개
오렌지색 2개
 회색 2개
 보라색 1개
 갈색 1개

오렌지색 1개
 회색 2개
 보라색 2개
 갈색 1개

오렌지색 1개
 회색 1개
 보라색 2개
 갈색 2개

오렌지색 2개
 회색 1개
 보라색 1개
 갈색 2개

  각 혹성 그룹의 모든 디스크를 뒷 방향으로 하여 잘 섞습니다. 그 후, 각 그룹의 디스크를 뒷 방향인
채로 각 상한의 구멍에 둡니다. (각 그룹은 그룹끼리 섞이지 않게 각 상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스텝 4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플랜카드를 자신의 앞에 둡니다. 그 후, 각 플레이어는 군대 피겨 6개를
플랜카드상의 서플라이  에어리어에 두고, 우주선 디스크 2개를 모성의 궤도상에(모성 주위의 테두리
선이 궤도입니다) 둡니다. 나머지의 군대 피겨와 우주선 디스크는 상자안에 남겨 둡니다. 
플랜카드상의 각 기술 트랙의 레벨 0에 기술 트랙 마커를 둡니다.
각 플레이어는 도시 4개, 식민지 4개, 연구 시설 8개를 받아 플랜카드 옆에 놓습니다.

스텝 5
  플레이어 수에 따라 승리 토큰을 게임 보드 옆에 놓습니다.
   2인 플레이 : 32 점
   3인 플레이 : 36 점
   4인 플레이 : 40 점
  승리 토큰의 수를 조절하여 게임 플레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성이 점령되면 
승리 토큰의 주요 획득 방법은 다른 플레이어의 우주선이나 행성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 (42 또는 46 점)은 전쟁이 주 요소가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
  시작 플레이어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또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플레이는 시계 방향 순서로 합니다.

게임 진행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군대 보충
 이동
 채광
 건물 건설
 기술 개발

군대 보충 
  행성 하나에 아이템 3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는 모성별과 점령하고 있는 행성에
군대를 총 2개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각 군대는 행성의 방위력을 1 증가시킵니다. 군대는 
자신의 서플라이 에어리어에서 가지고 오고, 서플라이 에어리어에 군대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충을 수행하는 대신 플레이어는 점령하고 있는 행성 중 (봉쇄되는 행성에서도 
가능) 군대를 임의의 수만큼 제거하여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동
  플레이어는 이동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력을 2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동들은 각각 1의
이동력을 소비합니다. 모든 이동력을 소비하거나, 이동 종료를 선언하면 플레이어는 적군 우주선
또는 행성에 공격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발진 
     플레이어는 점령하고 있는 행성에서 군대 1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놓고, 우주선을 그 
     행성의 궤도에 놓습니다.(역자주 : 우주선 역시 우주선 서플라이 에어리어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항해  
     플레이어는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튕겨 보드위에서 이동시킵니다. 행성에 맞고 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군 비행선에 부딪치는 것은 충돌이라고 부르며 두 우주선이 파괴
     됩니다. 처음에 부딪힌 두 개의 우주선만이 파괴되고 각 플레이어의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반환됩니다.

상륙
  플레이어는 행성의 궤도에 있는 우주선 1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되돌리고, 서플라이 
에어리어에서 군대 1개를 가져와 그 행성에 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행성에는 착륙 수 없습니다.
 그 행성이 뒷면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디스크를 뒤집고, 그 위에 군대를 놓습니다.
 각 군대는 행성의 방위력을 1 증가시킵니다.

공격의 해결
 플레이어가 모든 이동력을 소비하거나, 이동 종료를 선언하면 전투를 해결합니다. 
이동을 했던 플레이어의 모든 우주선이 공격을 합니다. 각 우주선은 1회의 전투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투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우주선에 대한 공격
 공격 플레이어의 우주선이 적군 비행선에서 단거리 범위 내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적의 우주선은 파괴되고 그 소유자의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반환됩니다.
 적의 우주선을 파괴하면 1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예 : 조나단의 빨강 우주선 2개가 파란색 우주선의 
단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파란색 우주선은 파괴되고,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조나단은 1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예 : 켄 헨드릭은 2단계 주황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우주선은 여러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켄 헨드릭의 녹색 우주선 2개가 황색 우주선 2개의
단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황색 우주선은 모두 
파괴되고,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켄 헨드릭은 2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전함
 3단계 오렌지색 기술 (플레이어 플랜카드 3단계 오렌지색 기술 트랙 참조)을 개발한
플레이어는 서플라이 에어리어에 전함 1개를 추가합니다. 우주선이나 행성을 공격할 때,
전함은 우주선 2개로 계산합니다. 전함을 파괴하려면 범위에 우주선 3개가 있어야
합니다. 전함을 파괴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2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예 : 켄 헨드릭은 전함 (3단계 오렌지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 헨드릭은 1단계, 2단계의 오렌지색 기술의
혜택도 받습니다. 따라서 켄 헨드릭의 전함은 장거리
범위의 여러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함은 우주선 2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빨간색 우주선
2개는 파괴되고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켄 헨드릭은 빨간색
우주선 2개를 파괴했기 때문에 2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예 : 멜리사의 노란색 우주선 3개가, 파랑의 전함과 단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파랑의 전함은 파괴되고,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멜리사는 2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행성에 대한 공격
 행성의 궤도상에 놓여있는 공격 플레이어의 우주선의 수가
그 행성의 방위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행성의 모든 아이템은
파괴됩니다.  파괴 아이템들은 소유자의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반환되고, 공격 플레이어는 파괴 아이템 1개마다 승리 토큰
1개를 얻습니다.
 주의 : 자신 이외의 플레이어의 우주선이 궤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행성을 공격 수 없습니다 
( "방위되는 행성"참조).

채광
  행성 하나에서 군대 2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오고 1 승리 토큰을 얻거나, 행성 
하나에서 군대 3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오고 2 승리 토큰을 얻습니다.

건물 건설
  플레이어는 다음 중 하나를 건설 수 있습니다.
   연구 시설
   콜로니
   도시
 행성 하나에 아이템 3개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는 같은 행성에 같은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모성별에는 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연구 시설 
   플레이어는 행성 하나에서 군대 2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가고, 그 행성에 연구 
  시설을 1개 놓습니다. 연구 시설의 방위력은 0입니다. 
   연구 시설 2개 : 각 플레이어는 오직 하나에 행성에만 연구 시설을 2개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 : Dan는 이미 연구 시설을 1개 가지고 있는 행성에 추가 연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Dan은 연구 시설을 2개 건설한 행성이 있는 것이므로, 연구 시설을 1개 건설한
        다른 행성에 추가적인 연구 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Dan는 아직 연구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행성에만 연구 시설을 건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행성이 공격받아 
        연구 시설 2개가 파괴되면, 다시 행성 하나에 연구 시설 2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 2,3인 플레이시에만 사용됩니다. 소행성은 행성과 같은 규칙에 따라 처리되지만, 
           소행성에는 연구 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콜로니
   플레이어는 행성 하나에서 군대 1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가고, 그 행성에 콜로니를
   1개 놓습니다. 콜로니의 방위력은 1입니다.

  도시
   플레이어는 행성 하나에서 콜로니 1개와 군대 1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가져가고, 
   그 행성에 도시 1개를 놓습니다. 도시의 방위력은 2입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플레이어는 사용되지 않는 군대 1개 또는 우주선 1개를 서플라이 
   에어리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 규칙
 봉쇄되는 행성
   점령하고 있는 행성의 궤도에 적군 우주선이 1개 이상 있으면 그 행성은 봉쇄됩니다.
   적군 우주선에 의하여 봉쇄되는 행성에서는 다음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군대 보충 (제거는 가능)
    -우주선의 착륙 / 발진
    -채광
    -건물 건설
    -기술 개발
 
예 : 빨강이 콜로니를 두고 점령하고 있는 회색 행성의 궤도에 파란색
      우주선이 있습니다. 파랑이 행성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파랑의
      우주선이 이동하거나 파괴 때까지 빨강은 이 행성에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방위되는 행성
  행성의 궤도에 다른 플레이어의 우주선이 있으면 플레이어는 그 행성을 공격 수 없습니다. 
행성은 방위됨과 동시에 봉쇄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 : 빨강은 회색 행성에 콜로니를 두고 있으며, 파랑은 그 궤도에 
       우주선을 2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궤도에 녹색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파랑은 이 행성을 공격 수 없습니다.
       이 행성은 파란색과 녹색에 의해 봉쇄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임 보드 외부
  어떠한 이유에 의해 게임 보드 밖으로 나온 모든 우주선은 즉시 소유자의 서플라이 에어리어로
반환됩니다.

게임 종료
  어떤 플레이어가 마지막 승리 토큰을 가지고 가면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차례를 가진 후 게임은 종료됩니다. 마지막 차례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빼 놓았던 승리 토큰을
사용하여 가져갑니다. 그 뒤 최종 점수 계산을 합니다.

 행성 점수 계산
  각 플레이어는 점령하고 있는 행성, 건설한 콜로니와 도시에서 승점을 획득합니다.
  -점령하고 있는 행성 (소행성포함) 하나마다 승점 1점을 얻습니다.
  -콜로니 1개당 1 승점을 얻습니다.
  -도시 1개당 2 승점을 얻습니다.

 쿼드런트 보너스
  플레이어는 다른 사분면에 건설한 도시수에 따라 승점을 획득합니다.
  -3개의 사분면에 도시를 건설한 경우 3 승점을 얻습니다.
  -4개의 사분면에 도시를 건설한 경우 4 승점을 얻습니다.
 이 승점들을 추가합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동점인 경우, 가장 많은 승리 토큰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이것도 동점인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