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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조정 – 일반 변경 사항


마을 회관
-대함선 공격력이 75.00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00.00).
-기본 기병 및 기본 경보병에 대한 비아시아 국가 마을 회관의 원거리 공격력에 주어지던 x1.50의 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마을 회관의 기병 또는 경보병에 대한 보너스가 일관되게 없어졌습니다.

석궁병
-모든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16.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8.00).
-중보병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에 x1.25의 보너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원거리 보병
-기본 기병 및 기본 코요테 전사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에 x0.75의 보너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경기병 및 독수리 용사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1.50).
-이 변경 사항은 다음 유닛에 적용됩니다. 석궁병, 까사도르, 장궁병, 저격병, 투피 블랙우드 궁사, 카리브 매복 전사, 카리브 독침 전사, 잉카 볼라 전사, 클라마스 소총수, 체로키 소총수, 크리 추적자, 나바호 소총수, 세미놀 샤크투스 궁병, 변절자, 척후병, 스트렐치, 아이나 궁병, 마세우알틴, 숲의 정찰병, 세탄 궁사, 와키나 소총수, 화승총병, 수노궁병, 철갑 궁병, 구르카, 만샤브다르 구르카, 마라타 암살범, 왜구 파계승 및 유미 궁사.

길들인 짐승
-다양한 길들인 짐승은 스페인 군견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화된 능력치를 갖게 됩니다.

감시자
-전향한 감시자는 건물에 대한 공격력에 x0.10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스파이
-식민지 시대(개척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스파이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5.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0.00).
-모든 공성 공격의 데미지가 1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00).
-용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0.00으로 증가했으며(기존 x10.00), 영웅에 대해서는 x4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20.00).

교회
-목재 소비량이 10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0.00).
-내구력이 150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000.00).
-건설 점수가 1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00).
-장려금 경험치가 4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80.00).
-건설 장려금 경험치가 2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40.00).

용병
-산업 시대(요새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용병 아지트에서 노예병, 엘멘티 및 무적 사석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야전 병원
-내구력이 150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250.00).
-건설 점수가 1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00).
-장려금 경험치가 8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60.00).
-건설 장려금 경험치가 4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80.00).
-목재 소비량이 20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400.00).


밸런스 조정 – 국가별 변경 사항


스페인

홈 시티
-수송 변경자가 0.75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 0.73). 이제 스페인의 보너스는 25%입니다(기존 27%).

카드 – 로델레로 6명
-로델레로 5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6명).

카드 – 로델레로 7명
-로델레로 6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7명).

카드 – 로델레로 8명
-로델레로 7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8명).

카드 – 로델레로 9명
-로델레로 8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9명).

카드 – 창기병 4명
-창기병 3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4명).

카드 – 창기병 5명
-창기병 4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5명).


네덜란드

시작
-6명의 주민으로 시작합니다(기존 7명).
-4개의 금화 상자로 시작합니다(기존 3개).

은행
-장려금 경험치가 14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80.00).
-건설 장려금 경험치가 7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40.00).

카드 – 스타드홀더
-마을 회관에 50%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33%).

카드 – 군대 개편
-기본 보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이 x0.25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동 속도 효과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율란
-이동 속도가 6.75로 증가했고(기존 6.50) 최대 이동 속도가 8.75로 증가했습니다(기존 8.50).
-기본 주민에 대한 x0.75만큼의 모든 근접 공격력 감소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주민 마차
-상자 생산 시간이 2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15.00). 


영국

지도자 – 모험가
-시대 발전 효과가 장궁병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장창병 2명, 장궁병 5명).

카드 – 연안 포격 지원
-+5의 사정거리로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0).
-모든 전함에 20%의 보너스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스만

시작
-3개의 목재 상자로 시작합니다(기존 4개).

모스크
-오스만 모스크는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동안 초당 0.4의 경험치를 얻는 고유 능력을 가집니다.

밀레 시스템
-기술 비용이 목재 1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식량 300).
-효과가 양성 점수 -5로 감소했습니다(기존 -8).

아사비드 시장
-기술 비용이 목재 6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식량 800).
-효과가 양성 점수 -8로 증가했습니다(기존 -6).

갈라타 탑 구역
-기술 비용이 금화 2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금화 400).

코프룰루 수상
-기술 비용이 목재 25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식량 500).
-효과가 양성 점수 -5로 증가했습니다(기존 -4).

카드 – 팀: 실크 로드
-상자 및 교역소 수입에 15%의 보너스를 받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30%).

카드 – 연안 포격 지원
-+5의 사정거리로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0).
-모든 전함에 20%의 보너스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러시아

스트렐치
-양성 점수가 3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2.00).

머스킷총병
-양성 점수가 23.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7.00).

카드 – 세바스토폴리
-건설 속도에 50%의 보너스를 받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85%).


포르투갈

까사도르
-체력이 105.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85.00). 
-원거리 방어력이 0.5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0.60).
-모든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17.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6.00).
-모든 원거리 공격의 ROF(발사 속도)가 3.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4.50).

카드 – 드래군 기병 전투력
-드래군 기병의 데미지 및 체력에 20%의 보너스가 추가되고, 후사르의 데미지 및 체력에 15%의 보너스가 추가되도록(기존에는 드래군 기병에만 적용) 효과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러쿼이

불의 제단
-공격력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풍요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수레 양성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대전사
-체력의 오라의 보너스가 15%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
-명사격수 공격의 데미지가 6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75.00).
-명사격수 공격의 공격력이 12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50.00).

토마호크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14.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10.00).
-기본 기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3.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x4.00).

아이나 궁병
-양성 점수가 27.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0.00).
-모든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12.00로 증가했습니다(기존 10.00).
-중보병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1.25).

켄야 기마 전사
-체력이 285.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270.00).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27.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25.00).
-기본 포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1.75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x2.00).

숲의 정찰병
-모든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16.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7.00).

카드 – 토마호크 11명
-토마호크 9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1명).

카드 – 고대의 전술
-데미지 및 체력에 10%의 보너스를 받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5%).

카드 – 팀: 정찰 보병
-8의 시야를 제공하도록 효과가 증가했습니다(기존 4).
더 이상 보병 체력에 10%의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쿼이 전쟁 부대 기술
-이제 요새 시대(식민지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쿼이 기동 부대 기술
-이제 요새 시대(식민지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족

시작
-목재 상자 없이 시작합니다(기존 1개).

불의 제단
-풍요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공격력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공성무기 공격력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대전사
-이동 속도가 7.76으로 감소했고(기존 8.10) 최대 이동 속도가 9.76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0.10).
-신속의 오라의 보너스가 15%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

와키나 소총수
-금화 소비량이 4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30.00).

도끼 기병
-기본 경기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이 x0.75만큼 감소했습니다.

카드 – 길들인 늑대 7마리
-늑대 6마리를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7마리).

카드 – 길들인 쿠거 5마리
-쿠거 4마리를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5마리).

카드 – 길들인 회색곰 4마리
-회색곰 3마리를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4마리).

카드 – 길들인 코요테 8마리
-코요테 6마리를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8마리).


아즈텍

대전사
-은혜의 오라의 보너스가 x2.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x3.00).

불의 제단
-치료사 양성의 춤의 능률이 25% 증가했습니다.
-풍요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물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공격력의 춤의 능률이 20% 감소했습니다.

코요테 기동 전사
-양성 점수가 27.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1.00).

독수리 기동 용사
-모든 원거리 공격의 사정거리가 12.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4.00).

마세우알틴
-양성 점수가 23.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6.00).
-중보병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1.50).

재규어 정찰 용사
-기본 기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x3.00).
-기본 중보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3.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2.00).

창시자 기술
-비용이 식량 50, 목재 50, 금화 5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목재 500, 금화 500).

추장
-시대가 발전할 때마다 대전사의 체력이 증가합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대전사의 특수 공격력이 향상되고 체력이 20% 증가합니다.
-요새 시대 발전: 대전사의 특수 공격력이 향상되고 체력이 30% 증가합니다.
-산업 시대 발전: 대전사의 특수 공격력이 향상되고 체력이 40% 증가합니다.
-제국 시대 발전: 대전사의 특수 공격력이 향상되고 체력이 50% 증가합니다.

전사의 보물
-시대 발전 시 수송되는 해골 용사의 수가 조정됐습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해골 용사 2명
-요새 시대 발전: 해골 용사 3명
-산업 시대 발전: 해골 용사 5명
-제국 시대 발전: 해골 용사 8명

주술사의 보물
-이제 시대가 발전할 때마다 운반용 수레가 보급되고, 공격력 및 내구력의 밸런스가 조정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전사 양성소 수레가 보급되고 전사 양성소 및 고급 전사 양성소의 공격력 및 내구력이 10% 증가합니다.
-요새 시대 발전: 고급 전사 양성소 수레가 보급되고 전사 양성소 및 고급 전사 양성소의 공격력 및 내구력이 10% 증가합니다.
-산업 시대 발전: 고급 전사 양성소 수레 2대가 보급되고 전사 양성소 및 고급 전사 양성소의 공격력 및 내구력이 10% 증가합니다.
제국 시대 발전: 고급 전사 양성소 수레 2대가 보급되고 전사 양성소 및 고급 전사 양성소의 공격력 및 내구력이 20% 증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보물
-이제 시대가 발전할 때마다 농장 수레가 보급되고, 농원 및 농장의 보너스 밸런스가 조정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농장 및 농원의 생산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요새 시대 발전: 농장 수레 1대가 보급되고 농장 및 농원의 생산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산업 시대 발전: 농장 수레 2대가 보급되고 농장 및 농원의 생산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제국 시대 발전: 농장 수레 2대가 보급되고 농장 및 농원의 생산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아즈텍 전쟁 부대 기술
-이제 요새 시대(식민지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즈텍 기동 부대 기술
-이제 요새 시대(식민지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팍틀리 숭배 기술
-이제 요새 시대(식민지 시대에서 발전)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 연안 포격 지원
-+5의 사정거리로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0).
-모든 전함에 20%의 보너스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카드 – 차가운 심장
-더 이상 독수리 기동 용사에게 효과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효과는 기본 주민에 대한 코요테 기동 전사, 퓨마 창병 및 마세우알틴의 공격력에 50%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인도

시작
-6명의 주민으로 시작합니다(기존 5명).
-1개의 식량 상자로 시작합니다(기존 2개).

코끼리 가마총병
-모든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가 6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75.00).
-기본 중기병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75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2.25).
-기본 포병에 대한 모든 원거리 및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25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1.75).

참고: 만샤브다르 코끼리 가마총병의 능력치 또한 새로운 코끼리 능력치의 두 배로 조정됩니다.


돌격 코끼리
-원거리 방어력이 0.5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0.75).
-식량/금화 소비량이 125.00/125.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 100.00/200.00).
-체력이 325.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200.00).
-이동 속도가 4.00으로 감소했고(기존 4.50) 최대 이동 속도가 6.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6.50).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5.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4.00).
-모든 대건물 공격의 공성 데미지가 8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40.00).
-모든 대건물 공격의 ROF(발사 속도)가 1.50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00).

참고: 만샤브다르 돌격 코끼리의 능력치 또한 새로운 코끼리 능력치의 두 배로 조정됩니다.

카드 – 영국 경보병
-중보병에 대해 x1.00의 대보병 소총술 유형의 보너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국

수행승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1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2.00).
-건설 한도가 5.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7.00).
-더 이상 패배한 적을 수행승으로 교화할 수 없습니다. 교화 능력은 중국 수도승만 갖게 됩니다.

치앙 창병
-체력이 105.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110.00).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7.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8.00).
-기본 기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5.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3.00).
-모든 대건물 공격의 공성 데미지가 30.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34.00).

창다오 장검병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15.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13.00).
-기본 기병에 대한 모든 근접 공격력의 보너스가 x2.25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2.00).

케식
-체력이 11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100.00).
-모든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8.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4.00).

소포병
-이동 속도가 3.00으로 감소했고(기존 4.00) 최대 이동 속도가 4.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6.00).
-모든 대포 공격의 데미지가 5.00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00).
-건물에 대한 모든 대포 공격력의 보너스가 x16.00으로 증가했고(기존 x4.00), 선박에 대한 보너스가 x14.00으로 증가했으며(기존 x2.00) 기본 포병에 대한 보너스가 x6.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x2.00).

카드 – 팀: 만주 기병 7명
-만주 기병 5명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7명).

카드 – 팀: 소포병 5팀
-소포병 4팀을 수송하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5팀).

카드 – 팀: 지방 행정
-인구 수를 10 늘려주도록 효과가 감소했습니다(기존 +15).

불가사의 – 백탑
-이제 시대가 발전할 때 수송되는 수행승의 수가 감소합니다.
-수행승의 한도가 5명으로 감소했습니다(기존 6명).
-식민지 시대 발전: 수행승 4명(기존 5명)
-요새 시대 발전: 수행승 6명(기존 12명)
-산업 시대 발전: 수행승 10명(기존 14명) 
-제국 시대 발전: 수행승 16명(기존 26명)

불가사의 – 이화원
-이제 시대가 발전할 때 기병 유닛 대신 식량 상자를 수송합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식량 400(기존 유목민 기병 2명)
-요새 시대 발전: 식량 1000(기존 철퇴 기병 3명)
-산업 시대 발전: 식량 1500(기존 철퇴 기병 5명)
-제국 시대 발전: 식량 2000(기존 철퇴 기병 10명)

불가사의 – 영곡탑
-이제 시대가 발전할 때 자원 생산 건물의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자원 상자는 수송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품 및 경험치가 조정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발전: 자동 생산 속도 3.00f 2.50w 2.50g, 자원 상자 없음(기존 2.50f 2.00w 2.00g 및 식량 400)
-요새 시대 발전: 자동 생산 속도 4.50f 4.00w 4.00g, 자원 상자 없음(기존 2.50f 2.00w 2.00g 및 식량 1000)
-산업 시대 발전: 자동 생산 속도 6.00f 5.50w 5.50g, 자원 상자 없음(기존 2.50f 2.00w 2.00g 및 식량 1500)
-제국 시대 발전: 자동 생산 속도 6.50f 6.00w 6.00g, 자원 상자 없음(기존 2.50f 2.00w 2.00g 및 식량 2400)

일본

사원
-목재, 식량 및 금화의 자동 생산 속도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목재 및 금화 생산 속도가 0.10으로 증가했고(기존 0.05) 식량 생산 속도가 0.14로 증가했습니다(기존 0.07). 경험치 자동 생산 속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앵두 농원
-초기 식량이 5000.00으로 증가했습니다(기존 4500.00).

카드 – 아시가루 소총수 공격력
-보너스 데미지가 15%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

카드 - 근접 전투력
-체력 보너스가 15%로 감소했습니다(기존 20%).

프랑스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릴리스 정보
==================================================================
한국어로 된 패치 릴리스 정보를 보려면 Age of Empires III 한국어 버전 공식 홈 페이지인
<http://www.microsoft.com/korea/games/ageofempires3/>를 참조하십시오.


==================================================================
웹 사이트
==================================================================

<http://www.microsoft.com/korea/games/ageofempires3>
Age of Empires III 공식 웹 사이트

<http://www.agecommunity.com>
Age of Empires 커뮤니티 웹 사이트

<http://windowsupdate.microsoft.com>
Windows 업데이트

==================================================================
법적 고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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