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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Your Base: Last Of LastTM The Card Game 공식 룰, V1.0
All Your Base: Last Of LastTM The Game – Official Rules v1.0

우승자는 "귀하의 모든 자료는 우리에게 귀속됩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의 기지를

점령하면:

Winner must declare “All Your Base Are Belong To Us!” upon capturing the required number of bases:

♦ 6 인용 = 6개의베이스

♦ 5 인용 = 7개의베이스

♦ 4 인용 = 8개의베이스

♦ 3 인용 = 9개의베이스

♦ 2 인용 = 12개의베이스

♦ 6 Players = 6 BASE

♦ 5 Players = 7 BASE

♦ 4 Players = 8 BASE

♦ 3 Players = 9 BASE

♦ 2 Players = 12 BASE

당신은 원할 때 동맹을 맺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 경보 카드로 지시하지 않는 한 카드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You can make and break alliances as you wish; however, no card trading is allowed unless directed by RED ALERT cards.

각 플레이어에게 7 장의 카드를 제공하라. 플레이어는 매 턴의 시작과 끝에서 손에 7 장의 카드를
가져야 한다. 만약 카드가 부족하면 당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카드가 부족하면 다른 덱을
구입하라. (농담) - 갑판을 재구성하라. 각 플레이어 턴은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나뉜다.

Deal seven cards to each player.  A player must have seven cards in their han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each turn.  If you notice
you are short, wait till your turn.  If you run out of cards, buy another deck; just kidding - reshuffle the deck.  Each player turn has
four phases as follows:

공상 과학 코미디 패러디 단편 영화인 " All Your Base: Last Of LastTM "을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Game based on the sci-fi comedy parody short film “All Your Base: Last Of Las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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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색 경보 단계
1. RED ALERT PHASE

덱에서 카드를 뽑으세요. 적색 경보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카드를 그대로 갖고 있거나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카드의 전체 내용을 크게 읽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적색 경보 게임을 할 경우, 차례가 끝날 때까지 교체 카드를 빼지 마십시오.

Draw a card from the deck.  If you have a RED ALERT card, you can either hold it or play it. If you play it, read the entire card out
loud.  Act it out!  Do not draw a replacement card until the end of your turn if you play a RED ALERT.

2. 방어 단계 - 다음 중 하나만 수행하십시오:
2. DEFENSE PHASE - Do only one of the following:

2A. 베이스 카드를 게임 하십시오. 모든 카드는 앞면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2A. Play a BASE card.  All played cards are face up.

2B. 기존 베이스에서 쉽 카드 (Zig, Destroyer, BattleCruiser, Dreadnought, Zero Wing)를
사용하십시오. 베이스는 원하는 수의 카드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기존 베이스에 놓여야
하며, 우주에서 "떠 다니는"것은 불가능합니다.

2B. Play a SHIP card (Zig, Destroyer, BattleCruiser, Dreadnought, Zero Wing) on an existing BASE. A BASE can hold any number of
cards. Ships must be placed on an existing BASE, they cannot “float in space” by themselves.

2C. 기존 베이스에서 크루 또는 "캣츠(cats)"카드를 사용하십시오. 크루/캣츠 카드는 방어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 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2C. Play a CREW or “CATS” card on an existing BASE. The CREW/CATS cards have zero defense points; therefore, only play the card
when you are ready to attack (or have no other move.)

2D. 포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하나의 카드를 버립니다. 베이스 및 적색 경보 카드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2D. Discard. If no cards can be played, discard one card. BASE and RED ALERT cards can never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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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 단계 (선택 사항, 공격 할 필요 없음)
3. ATTACK PHASE (optional, you do not have to attack)

3A. 기존의 모든 배와 모든 기지의 승무원 (당신의 손안에는 있지 않음)은 적의 한 기지에 대해 한
번의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베이스는 공격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공격자는 수비수의
베이스를 잡기 위해 수비수의 수비 포인트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3A. All existing ships and crew on all of your bases (not in your hand) can be used in one attack against one enemy BASE.  Your
BASE cannot be used in an attack.  Attacker needs at least one more attack point than the defender’s defense points to capture the
defender’s BASE.

3B. 공격하라! 베이스의 방어선과 모든 공격함 은 버려지고 베이스는 공격자에게 갑니다. 베이스를
포착하면 즉시 공격자 앞에 배치됩니다. 공격자가 베이스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 공격자는 버려진 더미에서 "변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3B. Attack! All defending ships on the BASE and all attacking ships are discarded, and the BASE goes to the attacker.  Once a BASE
is captured, it is immediately placed in front of the attacker.  If the attacker has more points than necessary to attack a BASE, the
attacker can get “change” from the discard pile.

4. 재정비 단계
4. REGROUP PHASE

4A. 턴이 끝날 때 모든 기지의 카드를 모두 재 배열하십시오. 적색 경보 카드 중 일부는 심하게
요새화 된 기지를 없애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기본 방어선을 재편성하십시오. 참고: 무방비 상태의
기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분류 할 수는 없습니다!

4A. Re-arrange all of your cards in play across all of your bases at the end of your turn. Always regroup All Your BASE defenses
because some RED ALERT cards wipe out heavily fortified bases.  NOTE: You cannot breakdown perfectly good ships to cover
defenseless bases!

4B. 카드를 7 개 미만 가지고 있을 경우 7 개가 될 때까지 카드를 더 많이 가져오세요!

4B. If you have less than seven cards in your hand, draw more until you have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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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경보 RED ALERT cards
1 기습 공격! 연속 2 회전! 모두를 비웃다! Surprise Attack! Take two turns in a row! Sneer at

everyone!
2 귀하의 적들은 적색 경고 버튼 대신 디너벨을 치게

됩니다. 모든 크루들은 얇게 썬 훈제 소고기를 먹기

위해 그들의 포지션을 포기합니다. 적군은 모든
기지/대원을 한 기지에서 잃었습니다.

Your enemy hits the dinner bell instead of the Red
Alert  button.   All  crew abandon their  position for
chipped beef night.  Your enemy loses all
ships/crew on one base.

3 "폭탄" 소리가 들리면, 함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자폭
버튼을 누른다. 모든 손을 버리고 모든 새로운

카드를 그리세요!

Upon hearing "Bomb", Captain panics and hits the
self-destruct  button.   Throw  away  your  entire
hand and draw all new cards.

4 덱에서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즉시 플레이

하십시오.
Pick  two  cards  from  the  deck  and  play
immediately.

5 한 번에 전체 손을 플레이 하십시오. Play your entire hand at once.
6 적의 모든 손을 살펴보십시오. 좋은 카드를 훔치세요.

당신 손 안에 원하지 않는 카드를 넘기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Take a look at an enemy's whole hand. Steal a
good  card.  Give  a  card  in  your  hand  you  don't
want.  No nagging!

7 이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주면 돌아가며 자신의

차례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You lose your turn by giving this card to any other
player  and  it  becomes  their  turn.   Think!  Use
wisely.

8 하나의 기지에서 모든 함선을 훔쳐서 당신 것 위에

올려 놓으세요. 미소 짓는 것도 잊지 마세요.
Steal all ships from one base and put it on yours.
Make sure you smile.

9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서 카드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All players choose a card from their hand and give
it to the player on the right.

10 1 명 (또는 2 명)의 플레이어로부터 총 2
개의베이스를 훔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다른

기지, 다른 기지 또는 더미로 옮길 수 있습니다.

Steal two bases total, from one (or two) players.
They get to move their ships to their other bases,
anyone else's bases or discard pile.

11 각 플레이어의 한 기지에서 한 대의 함선을

파괴하십시오.
Destroy one ship on one base of each player; not
yours, of course.

12 캡틴은 조금 둔하네요...... 버려진 더미를 섞어
무작위로 하나의 카드를 뽑아 즉시 플레이 하십시오.

Captain is  a bit  dense...   Shuffle  the discard pile
and draw one random card and play immediately.

13 해적 더미에 적의 기지를 모두 파괴하시오. Destroy  an  enemy's  base  with  everything  on  it
into  the  discard  pile  while  saying:"  Ha,  ha,  ha.
Ha!"

14 각자의 손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가져 와서 즉시

플레이 하십시오. 모든 플레이어는 교체 카드를

뽑습니다.

Take a random card from each player's hand (not
yours) and play them immediately.  All players
draw a replacement card.

15 역습하라! 수비수는 공격 당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격자는 모든 배를 잃는다. 수비수는

모든 배를 잃지만 기지를 유지한다. 수비수가 이

카드를 대체 할 다른 카드를 뽑는다.

Counterattack!  Defender can play this card when
attacked.  Attacker loses all ships.  Defender loses
all ships but keeps base.  Defender draws another
card to replace this one.

16
애매한 명령이다! 모든 플레이어는 한 배를

기지에서 움직여 다른 플레이어의 기지에 놓습니다.

Imprecise Orders!   Every player moves one ship
from their base and places it on any other player's
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