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는 바야흐로 B.C. 66년 검투사 시합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권력을 강화하고자 당신은 대중들에게 고루스 막시무스: 더욱 유혈이 낭자
한 시합을 소개하여 그들을 더욱 흥분에 빠트립니다.

 당신은 검투사 훈련소 다섯 곳의 주인들에게 접근하여 가장 강력한 검투사와 가장 흉포한 
야수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이 시합을 통해 당신은 범죄자들, 탈영병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을 당신만이 아닙니다! 시합이 다가올수록 당신은 당신의 
정적들이 검투사를 희생시켜 대중의 환희와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당신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각자 검투사를 내
보내어 가장 흥분되고 소름 끼치는 시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것들은 충분히 당신의 손을 피로 
물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배경

 때묻은 전장에 태양이 떠오르고, 당신은 관중들이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기를 바랍니다. 그

들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시합을 선사하여 유혈에 목말라하는 그들의 지지를 얻고 고루스 

막시무스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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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플레이어 수에 따라(4페이지의 덱 준비 참고) 정해진 숫자의 

학교에서 정해진 숫자의 검투사를 준비해 함께 섞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검투사 

10명씩을 받아서 자신의 검투사단(핸드)을 만듭니다. 시계방향 순서로 각 플레이어들

은 자신의 검투사단에서 검투사 1명을 내보내 일전(트릭)을 벌입니다.

게임의 매 라운드마다 한 훈련소가 다른 모든 훈련소들을 압도합니다(으뜸패). 이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는 수석 훈련소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검투사들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5페이지의 수석 훈련소 참고).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검투사의 등급과 같은 

등급의 검투사를 내보내는 경우 도전이 되어 일전 중간에 수석 훈련소가 바뀝니다.

 플레이어는 긍정적인 대중 환호(crowd favour, CF)를 가진 검투사들이 벌이는 일전에서 승리하도록 노력

해야 하고 부정적인 CF를 가진 검투사들을 피해야 합니다 (5페이지의 카드 정보 참고).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장 많은 대중 환호를 받은 플레이어는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지지 토큰으로 이 지지를 기록합니다 (5

페이지의 라운드 종료 참고).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플레이된 검투사의 등급과 일치하는 검투사를 내보내는 

경우, 도전으로 수석 학교가 바뀌어 트릭이 바뀌게 됩니다 (아래의 게임 플레이 참고).

 힘 수치가 15(가장 높은)에서 0(가장 낮음)까지로 되어있는, 

5개의 훈련소(슈트) 각각의 검투사 16명씩 총 80장의 검투사 

카드로 덱이 구성됩니다. 

게임 요약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대중 지지 3을 얻어 군중의 지지를 받게 되면 종료됩니다. 그는 대중의 피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었고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딜러의 좌측에 앉은 플레이어가 원하는 아무 검투사를 이용하여 

첫 번째 일전을 시작합니다. 이번 라운드의 이 첫 번째 검투사의 

훈련소가 시작 훈련소 및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이후의 일전에서의 첫 번째 검투사는 시작 훈련소만 결정합니다; 수석 훈

련소는 이전 일전의 수석 훈련소가 유지됩니다.)

도전: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플레이된 검투사의 등급과 일치하

는 검투사를 내보내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시 이 새로운 검투

사의 훈련소가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검투사단에 시작 훈련소의 검투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검투사들 중 1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플레이어는 수석 훈련소가 바뀌게 되어도 반드시 시작 훈련

소(플레이된 첫 번째 검투사의 훈련소)의 검투사를 내보내야 합니

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선택한 검투사들을 더미로 쌓지 않고 일렬

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손쉽게 마지

막으로 플레이된 검투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시작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훈련소는 각기 다른 색상과 아이콘으로 구별됩니다. 각 

학교마다 한 등급에 검투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같은 훈련소

의 더 강한 검투사는 더 약한 검투사를 물리칩니다.

수석 훈련소 카드에서 해당하는 

훈련소에 트랙커를 배치합니다.

도전으로 수석 훈련소가 

즉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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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이어서

 한 플레이어가 대중 지지 3을 얻으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는 피에 목마른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고루스 막시무스의 챔피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이 일전에 참가하여 자신의 검투사단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각자 자신이 가진 대중 환호를 모두 더합니다 (5페이지의 카드 정보 참고).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플레이어가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지지는 지지 토큰으로 기록합니다.

 각 일전의 승리자가 원하는 훈련소의 원하는 검투사를 내보내 다음 일전

을 시작하며 플레이어를 이어갑니다. 그 검투사가 속한 훈련소가 새로운 

시작 훈련소가 되고 원하는 경우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를 내보냈어도 됩니

다.

 일전의 승자는 참가한 검투사를 모두 가져가서 자신의 앞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수석 훈련소는 일전 이 바뀌어도 이전 수석 훈련소가 유지되지만, 라운드가 

바뀌는 경우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마지막 일전에 참가한 

검투사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일전 참가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석 훈련소의 가장 높은 등급의 검투사가 일전에서 승리합니다. 일전에 참가한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가 없는 경우, 시작 훈련소의 가장 높은 등급의 검투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딜러의 좌측에 앉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딜러가 되어 모든 검투사를 섞어서 

나누어주어 새로운 검투사단을 만듭니다.

예시: Ann은 파란색 주먹 4로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파란색 주먹은 시작 

훈련소이자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Daniel은 파란색 카드를 내보내야 하

므로 파란색 10을 사용하였고 Ann의 4를 물리칩니다. Maureen은 파란

색 9를 가지고 있지만, 9를 내고 Daniel의 10에게 지는 대신에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초록색 10을 내어 즉시 수석 훈련소를 바꾸고(시작 

훈련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전에서 승리하고 대중 환호 2를 얻습니다 

(10 카드 두장에서 1CF씩). 이제 Maureen은 검투사 카드들을 가져와서 

그녀의 앞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검투사단의 아무 검투사를 

내보내 다음 일전을 시작합니다. (도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현재 수석 훈련

소는 초록색 화살입니다.)

 플레이어가 시작 훈련소의 검투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도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검투사단의 아무 검투사를 일전에 내보내 

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흙탕).

대중 환호

1+1+2+1+2+1=8 
8-4=4

지지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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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게임 준비를 위해 일부 카드의 우측 하단에는 사용

하는 플레이어 인원수가 적혀있습니다 (5페이지 카드 정보 

참고). 

 숫자가 없는 카드는 모든 플레이어 인원수에서 사용합니
다 (해당 훈련소가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6인 플레이의 경우 훈련소 5개를 모두 사용하
고 숫자가 없는 모든 검투사와 “6+”가 적혀있는 검투사

를 사용합니다. 
 3인 이하의 경우, 훈련소 5개 중 3개를 사용하고 하단

에 숫자가 없는 검투사만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인원수 
훈련소 수 검투사 / 

훈련소
덱의 총 

카드 수 

1 - 3 3 10 (0, 4-12) 30

4 4 10 (0, 4-12) 40

5 5 10 (0, 4-12) 50

6 5 12 (0, 3-13) 60

7 5 14 (0, 2-14) 70

8 5 16 (0-15) 80

덱 준비

플레이어 인원수에 상관없이
7+7+ 6+8 86+

1-5인 플레이 게임에서는 숫자가 없는 검투사를 모두 사용하지만 훈련소 숫자가 변경됩니다. 

1-3인 플레이의 경우 훈련소 3개, 4인 플레이의 경우 훈련소 4개, 5인 플레이의 경우 훈련소 5개를 사용합니다.

검투사단 준비
 위에 있는 표를 사용하여 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들에게 검투사를 나누어주어 각자 10명의 검투사로 구성

된 검투사단을 만듭니다. 자신의 검투사들을 훈련소별, 등급별로 분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인 플레이 준비
 위에 있는 표를 사용하여 덱을 만듭니다. 카드를 섞고 플레이어들에게 검투사를 10장씩 나누어줍니다. 남은 검투

사들은 뒤집어놓아서 뽑는 더미를 만듭니다. 검투사를 사용하면 뽑는 더미에서 새로운 검투사를 뽑습니다. 뽑는 더

미가 떨어지면, 평소처럼 자신의 검투사단이 소진될 때까지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한 라운드당 평소의 10번이 아닌 

15번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팀 변형규칙
8 플레이어 = 2 vs. 2 vs. 2 vs. 2, or 4 vs. 4.
7 플레이어 = 2 vs. 2 vs. 2 vs. 1, or 3 vs. 2 vs. 2. 
6 플레이어 = 2 vs. 2 vs. 2, or 3 vs. 3. 
5 플레이어 = 2 vs. 2 vs. 1, or 3 vs. 2.
4 플레이어 = 2 vs. 2. 
팀전 앉는 자리 예시:

 4인 이상의 플레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팀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번갈아서 앉아야 합니다. 한 팀원이 승리한 일전의 모든 검
투사를 가져가고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대중 환호를 더합니
다. 대중 환호가 가장 많은 팀은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각 팀은 팀원 

숫자보다 1 더 많은 대중 지지를 목표로 게임을 합니다. 

 디자이너 노트: “6명 이상의 플레이어로 진행하는 팀전이 좋습니다!”

솔로 플레이
 위에 있는 표를 사용하여 덱을 만듭니다. 카드를 섞고 검투사 10장을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검투사는 뒤집어놓아서 
경쟁자 더미를 만듭니다. 이전 일전에서 누가 승리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경쟁자가 일전을 시작합니다. 검투사를 
내보낸 뒤 두 번째 경쟁자가 현재 일전에 참가합니다. 기본 규칙에 따라 결과를 처리합니다.

중요: 당신은 매 라운드마다 반드시 “8”(-4CF) 등급의 검투사를 최소한 1명 이상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대중은 시합이 각본이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당신은 즉시 해당 라운드에서 패배하고 경쟁자는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경쟁자가 승리한 일전에서 얻은 모든 검투사를 같이 모아서 라운드의 종료 시에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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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
A - 훈련소 내에서의 검투사의 등급; 가장 높은 15부터 가장 낮은 0까지

B - 검투사가 속한 훈련소, 색상과 아이콘으로 표시. 
   (파란색 주먹, 갈색 검, 초록색 화살, 분홍색 도끼, 노란색 방패)

C - 대중 환호 (CF) 가치. 선택 받은 검투사들만 있음. 매 라운드의 종료 시마다 
모아놓은 가치를 모두 더하여 가장 높은 환호를 얻은 플레이어는 대중 지지 1을 얻
습니다 (아래의 라운드 종료 참고).

중요: 일전 중에 0 검투사는 CF의 가치가 없습니다. 라운드의 종료 시에 수석 훈련소
가 어느 곳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훈련소의 0 검투사는(만) 이제 5 CF의 가치를 가집
니다. 다른 0 검투사들은 CF의 가치가 없습니다.

D - 어느 구성(플레이어 인원수)에서 카드가 사용되는지를 표시합니다. 숫자가 없는 카드는 해당 훈련소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 플레이어 인원수에서 사용합니다 (4페이지의 덱 준비 참고).

A

B

C

D

수석 훈련소

 매 일전마다, 하나의 훈련소가 다른 모든 훈련소를 압도합니다. 이 훈련소의 검투사가 다른 

모든 훈련소의 검투사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일전 도중에 수석 훈련소가 바뀔 수 있으므로, 

수석 훈련소 카드를 사용하여 수석 훈련소를 표시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수석 훈련소가 정해

지거나 또는 바뀌는 경우, 한 플레이어가 즉시 카드에 이 변화를 기록하여 모든 플레이어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수석 훈련소 트랙커의 색상은 실제 게임에 들어있는 트랙커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석 훈련소는 일전이 바뀌어도 이전 수석 훈련소가 유지되지만, 라운드가 바뀌는 경우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작 훈련소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시작 훈련소는 매 일전

의 첫 번째 검투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한 플레이어가 대중 지지 3을 얻어 군중의 지지를 얻게 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동시

에 세 번째 대중 지지를 얻게 되면, 0 검투사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0 검투사를 가진 플레이어가 없

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숫자의 검투사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라운드 종료
 매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장 많은 대중 환호를 받은 플레이어는 대중 지지 1을 얻고, 공용 

저장소에서 지지 토큰을 가져와 이를 표시합니다. (동점인 경우, 동점인 모든 플레이어가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기억할 것: 매 라운드의 종료 시에 수석 훈련소의 0 검투사만 5 CF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0 검투사들은 모두 가치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한 경우, 가지고 있는 토큰을 뒤집어서 "II"면으로 놓습니

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하면 게임의 승리자가 됩니다!

(게임을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진행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은 승리 조건인 대중 지지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도 됩니다.)

양면 지지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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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een이 일전에서 승리하고 6 CF를 받습니다.

 최고의 마무리: 수석 훈련소는 파란색 주먹이고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의 검투사단에 검투사가 1명씩만 남아있습니다. Carter는 초록

색 화살 훈련소의 12번 검투사를 내보내 일전을 시작합니다. Ann

은 파란색 7번을 내보냅니다. Daniel은 파란색 0번을 내보냈고, 현

재 수석 훈련소가 유지된다면 5 CF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Maureen이 갈색 검 0번을 내보냈고, 이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검투

사의 등급과 같습니다. 이 도전으로 갈색 검이 수석 훈련소가 되었

습니다. 라운드가 종료되었고, 수석 훈련소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

니다. 그녀의 갈색 0번은 5 CF의 가치를 가집니다. 파란색 주먹의 

0번은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 수석 훈련소는 아직 노란색 방패입니다. 이

전 일전에서 승리한 Daniel은 파란색 주먹 훈련소의 6번 

검투사를 내보내 일전을 시작합니다. Maureen은 파란색 

카드가 없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도끼 훈련소의 8번 검투

사를 내보냅니다. Ann은 Daniel에게 -4 CF를 추가로 주

겠다는 생각으로 흥분해서 갈색 검의 8번 검투사를 내보

냅니다. 하지만 Ann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검투사의 랭크

와 같은 랭크의 검투사를 내보낸 것이므로, 갈색 검이 새

로운 수석 훈련소가 되었고 그녀는 일전에서 승리합니다!

Ann이 일전에서 승리하

고 -8 CF을 받습니다.

Carter가 일전에서 승리하고 -2 CF를 받습니다.

4인 플레이 예시
 교활한 생각: 수석 훈련소는 초록색 화살입니다. 이전 일전에서 승리한 

Maureen은 파란색 주먹 훈련소의 9번 검투사를 내보내 일전을 시작합니

다. 파란색 카드가 없는 Carter는 자신이 가진 분홍색 도끼 훈련소의 8번 

검투사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Ann은 시작 훈련소에 해당

하는 파란색 5번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Daniel은 파란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지지 토큰을 가지고 있는 Carter를 방해하기 위해 분홍색 도끼 훈련

소의 5번 검투사를 내보내 도전합니다. 이 검투사는 이전 검투사의 등급

과 같으므로 곧바로 분홍색 도끼가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따라서 Carter

의 검투사가 수석 훈련소의 가장 높은 등급의 검투사이므로 일전에서 승

리합니다.

3인 플레이 예시

Daniel은 일전
에서 승리하고 
-4 CF를 받습

니다. 

 진흙탕: 수석 훈련소는 노란색 방패입니다. 이전 일전에서 

승리한 Daniel은 갈색 검 훈련소의 5번 검투사를 내보내 일

전을 시작합니다. Maureen은 갈색 카드가 없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주먹 훈련소의 8번 검투사를 내보내 상대방에게 -4 

CF를 넘기려고 합니다. Ann은 갈색 4번 검투사를 내보내 

CF 감점을 피합니다. 



7

 한방 털이: 수석 훈련소는 분홍색 도끼입니다. 이전 일

전에서 승리한 Maureen은 분홍색 도끼 훈련소의 10번 

검투사를 내보내 일전을 시작합니다. Carter는 이어서 7

번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Maureen의 팀원인 Hudson은 

팀에게 2 CF를 주려고 9번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Ann은 

시작 훈련소에 해당하는 4번 검투사를 내보내고, Daniel

이 이어서 6번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Greg은 CF를 가로

채기 위해 Daniel의 6번에 도전하여 수석 훈련소를 갈색 

검으로 바꾸었고 파란색 팀이 일전에서 승리합니다. 

팀 예시

파란색이 일전에서 승리하고 3 CF를 받습니다.

Red vs. BlueR

R

R

B

B

B

 보복: Greg은 수석 훈련소인 갈색 검의 4번 검투사로 

일전을 시작합니다. Janine은 -1 CF인 갈색 2번 검투

사를 추가하였습니다. Patrick은 9번 검투사를 내보냈

고, Maureen은 11번 검투사를 내보내 이전 검투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Carter는 11번 검투사로 도전을 하

여 트릭을 가로채려고 하며 노란색 방패가 수석 훈련소

가 되었습니다. Hudson은 갈색이 없어서 수석 훈련소

의 더 높은 검투사인 노란색 15번 검투사를 내보냈습니

다. Ann은 이길 방법이 없지만 상대방의 CF를 줄일 수 

있는 갈색 8번 검투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갈색이 

없는 Daniel은 분홍색 도끼의 0번 검투사를 내보내, 그

의 팀이 가능한 많은 0번 검투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Hudson의 노란색 15번 검투사가 일전에서 승

리하였고 빨간색 팀의 승리입니다.

빨간색이 일전에서 승리하고 0 CF를 받지만 0번을 가져갑니다! 

Red vs. BlueR

R

R

R

B

B

B

B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제공한 “2-Go” 턱 박스로 여러분은 겉치레

를 뺀 기본 게임을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턱 박스에는 

수석 훈련소 카드, 트랙커 그리고 대중 지지 카드(토큰 

대신에 사용) 5장을 포함하여 5인 플레이까지 가능한 

모든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필요 없는 카드를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게임 준비를 더 빠르게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전(Bout) - 일전은 플레이어들이 시계방향 순서대로 
검투사 1명씩을 내보내 이루어집니다. 
도전(Challenge) - 마지막으로 사용된 검투사의 등급과 
같은 등급의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곧바로 새로운 검투
사의 소속 훈련소가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에게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중 환호 (Crowd Favor) – 피에 목마른 대중에게 
전달된 일부 검투사의 가치. 매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장 많이 받은 플레이어는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검투사(Gladiator) - 모든 훈련소의 사람 또는 야수의 모든 
카드. 
시작 훈련소(Initiating School) - 매 일전에 처음으로 배
치되는 검투사의 소속 훈련소. 플레이어들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 훈련소의 검투사를 내보내거나 또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 훈련소의 검투사를 내보내
야 합니다.

수석 훈련소(Preferred School) - 이 훈련소의 검투사
는 다른 훈련소의 모든 검투사에게 승리합니다. 매 라운
드의 첫 번째 일전의 첫 번째 검투사의 소속 훈련소가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이후 도전으로 인해 변경됩니다.

라운드(Round) - 한 라운드는 10번의 일전으로 구성됩
니다.

진흙탕(Sluff) - 플레이어가 시작 훈련소의 검투사가 없는 
경우, 수석 훈련소를 포함하여 아무 훈련소의 검투사를 
내보냅니다.

지지 토큰/카드(Support Token/Card) - 매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장 많은 대중 환호를 받은 플레이어가 얻
습니다. 대중 지지 3개를 가장 먼저 얻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검투사단(Troupe) - 플레이어마다 검투사를 10명씩 받
아서 해당 라운드에 사용할 각자의 검투사단(핸드)를 구
성합니다.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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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것

플레이어 

인원수 슈트 수 카드/슈트 수 덱 장수 

1 - 3 3 10 (0, 4-12) 30

4 4 10 (0, 4-12) 40

5 5 10 (0, 4-12) 50

6 5 12 (0, 3-13) 60

7 5 14 (0, 2-14) 70

8 5 16 (0-15) 80

덱을 만들고 섞은 뒤 플레이어들에게 카드를 10장씩 나누어줍니다.
첫 번째 일전의 첫 번째 카드가 시작 훈련소와 수석 훈련소가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시계방향 순서대로 카드를 1장씩 냅니다.
플레이어들은 시작 훈련소에 해당하는 카드를 내거나 또는 진흙탕을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도전을 합니다: 같은 등급의 카드를 내고 즉시 수석 훈련소를 
변경합니다.

수석 훈련소의 가장 강한 검투사가 승리합니다. 
만약 일전에 수석 훈련소의 검투사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시작 훈련소의 가장 강한 검투사가 승리합니다.

승자가 원하는 검투사를 내보내 다음 일전을 시작합니다. 시작 훈련소가 결
정됩니다. 수석 훈련소는 일전이 바뀌어도 이전 수석 훈련소가 유지됩니다 
(라운드가 바뀌는 경우 유지되지 않습니다). 라운드의 종료 시에 가장 많은 
대중 환호를 받은 경우 대중 지지 1을 얻습니다. 수석 훈련소의 0번 검투
사만 5 CF의 가치가 있고, 다른 0번 검투사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 지지 3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No animals (or gladiators) were hurt in the making of this game*

Questions or comments? 
Contact info@insideup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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