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보로미르

글로인의 아들

데네소르의 아들

서부의 대장. 김리가 전투
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와 함께 있는 자유민족
군대의 전투력에 1을 추가
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까지
만 굴릴 수 있다).

서부의 대장. 보로미르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
신은 그와 함께 있는 자유
민족 군대의 전투력에 1을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
까지만 굴릴 수 있다).

Erebor에레보르의 드워프. 김리가 에
레보르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 행
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드워프국 정치 카운터를 1칸 전진
시킬 수 있다.

하얀 탑의 고위 관리자. 보로미르
가 곤도르국 도시나 거점에 있다
면 당신은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곤도르국 정치 카
운터를 1칸 전진시킬 수 있다.

레골라스

회색의 간달프

스란두일의 아들

회색의 방랑자

서부의 대장. 레골라스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
신은 그와 함께 있는 자유
민족 군대의 전투력에 1을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
까지만 굴릴 수 있다).

길잡이. 당신이 사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
서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한 후에 즉시
당신은 그 카드와
같은 종류의 사건
카드 1장을 뽑을 수 있다.

Mirkwood머크우드의 왕자. 레골라스
가 엘프국 거점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
용해서 엘프국 정치 카운터를 1칸
전진시킬 수 있다.

서부의 대장. 회색의 간달프가 전
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와 함께 있는 자유민족 군대의 전
투력에 1을 추가한다 (당신은 여
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까
지만 굴릴 수 있다).
서부에서 온 사절. 회색의 간달프
가 원정대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를 백색의 간달프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백색의 간달
프 인물 카드에 제공되어 있다).

성큼걸이

페레그린 툭

북부의 경비원

호빗 동료

길잡이. 당신은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
서 노출된 원정대를
숨길 수 있다.

길잡이. 추적 동안에 추적
피해가 1 이상이라면 당신
은 원정대에서 페레
그린 툭을 분리해서
추적 피해를 1 줄인
다.

서부의 대장. 성큼걸이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와 함
께 있는 자유민족 군대의 전투력
에 1을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까지만
굴릴 수 있다).

호빗들을 생포해라! 페레그린 툭
이 원정대에 있는 동안에 죽는다
면 당신은 마치 방금 원정대에서
그를 분리한 것처럼 즉시 그를 지
도에 다시 놓는다. 원정대가 모르
도르 트랙에 있다면 당신은 이 특
별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실두르의 후계자. 성큼걸이가
원정대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를 아라고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라고른 인물 카
드에 제공되어 있다).

메리아독 브랜디벅

백색의 간달프

호빗 동료

서부에서 온 사절

길잡이. 추적 동안에 추적
피해가 1 이상이라면 당신
은 원정대에서 메리
아독 브랜디벅을 분
리해서 추적 피해를
1 줄인다.

회색의 간달프가 죽었거나 원
정대에서 떠났고, 그리고 부하
가 등장해 있거나 등장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서부의 의지 행
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
서 백색의 간달프를 등장시킬
수 있다.
A.
B.

호빗들을 생포해라! 메리아독 브
랜디벅이 원정대에 있는 동안에
죽는다면 당신은 마치 방금 원정
대에서 그를 분리한 것처럼 즉시
그를 지도에 다시 놓는다. 원정대
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당신
은 이 특별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회색의 간달프가 지도에 있다
면 그를 대체한다.
그 외의 경우라면 Fangorn팡고
른 이나 (포위되어 있더라도)
자유민족에게 지배되고 있는
엘프국 거점에 백색의 간달프
를 등장시킨다.

섀도우팍스. 백색의 간달프가 혼자 또
는 호빗 1명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면
백색의 간달프의 레벨은 (이동의 목적
으로만) 4로 간주된다.
백색의 기수. 백색의 간달프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그 전투의 시작 시에
당신은 그의 지도력을 박탈해서 그 전
투 라운드들 모두 동안에
(마술사-왕을 비롯한) 나
즈굴 모두의 지도력을 무
효화할 수 있다.

아라고른

골룸

이실두르의 후계자

반지의 노예

Tirith 미나스

성큼걸이가 Minas
티리 스 나 Dol Amroth 돌 암로스 나
Pelargir 펠라르기르 에 있고, 그리
고 그가 있는 정착지가 (포위되
어 있더라도) 자유민족에게 지
배되고 있다면 당신은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그를 아라고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부의 대장. 아라고른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와 함
께 있는 자유민족 군대의 전투력
에 1을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주사위들을 최대 5개까지만
굴릴 수 있다).

반지-운반자들
프로도와 샘와이즈
보물의 주인. 원정대에 동료가 없
다면 즉시 원정대에 골룸을 추가
한다.
골룸은 원정대의 길잡이가 된다.

원정대에 동료가 없다면 즉시 원정
대에 골룸을 추가한다.
골룸은 원정대의 길잡이가 된다.
길잡이. 일반 숫자 추적 타일에 있
는 “노출” 아이콘을 무시한다.
추적의 효과로 원정대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정대를 노출시
켜서 추적 피해를 1 (최소 0까지)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