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노르로의
귀환
암흑군단이 엘프국 거점을 지배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포위되어 있지 않은 엘프국 거점
이 있는 지역마다, 당신은 주사위
들을 그 지역에 있는 엘프국 부대
만큼 (최대 5개까지) 굴리고 “6”의
결과마다 그 지역에 있는 엘프국
군대에 대한 명중 1회씩 얻는다.

호전적인
우룩-하이*
사루만이 등장해 있고 이센가르드국 부
대를 포함하고 있는 암흑군단 군대 1개
대가 거점을 포위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그 거점을 공격한다.
그 포위 전투는 1번의 전투 라운
드 대신에 3번의 전투 라운드들
동안 지속된다.
동료가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전투의 첫 번째 전투 라
운드 동안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맹공
죽음의 충돌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2씩
더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4회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중마다 주사위 1개씩 굴려
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데네소르의
어리석음

여명 없는 날

Minas Tirith미나스 티리스가 암흑군단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다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
다.

암흑군단 국가들 모두가 “전쟁 중”이
라면 사용한다.

당신이 테이블에 이 카드를 내려 놓을
때에 즉시 당신은 그 거점에 있는 자유
민족 지도자 1명을 죽인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한, 그 거점에
서 발발하는 전투들 동안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
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서부의 의지 행동 주
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하거나, 간달프나 아
라고른이 미나스 티리스에 있을 때에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가 강제로 버려지게 할 수
있다.

오르상크의 흑마법
이센가르드국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고 방어군이 포위되
어 있는 거점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사용되지 않은 자유민족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들 모두를
버린다.

끊임없는 공격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암흑
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2회까
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
중마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위협들과
약속들

폭풍까마귀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한, 자유민
족 플레이어는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를 사용해서 비활성화 국가
정치 카운터를 전진시킬 수 없다.
공격으로나 동료의 특별 능력으로 자
유민족 국가 정치 카운터를 전진시킨
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
를 버려야 한다.

원정대나 동료가 “전쟁 중”이 아닌
국가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그 국가 1개국의 정치 카
운터를 1칸 후진시킨다.
그 다음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게임 보드의 아무 곳에 있는 그 국
가의 지도자 1명이나 (정규나 정
예) 부대 1개를 죽인다.

위대한 주인
오르상크의 흑마법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암흑군단 부대들의 개수가 자유민
족 부대들의 2배 이상이라면 당신
은 추가 명중 1회를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그림자들이
모이다

그림자가
길어지다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 1개대를 3지역
까지 이동시킨다.
그 이동은 다른 암흑군단 군대가 있는
(포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끝나야
한다.
통과 지역들과 도착 지역은 군대 이동
에 대해 자유로워야 하고, (처음에 그
군대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중
에 있는 다른 피규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동하는 군대의 피규어를 도중
에 떨구고 갈 수도 없다.

당신은 서로 다른 암흑군단 군대들을 2
개대까지 각각 2지역까지 이동시킨다.
각 이동은 다른 암흑군단 군대가 있는
(포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끝나야
한다.
통과 지역들과 도착 지역들은 군대 이동
에 대해 자유로워야 하고, (처음에 그 군
대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중에 있
는 다른 피규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동하는 군대의 피규어를 도중에 떨구
고 갈 수도 없다.

무막들

무막들

남부인과 동부인국 정예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
한다.

남부인과 동부인국 정예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
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지도자 다시-굴림 후에 당신이
(자유민족 전투 카드의 전투-전
추가 공격에 의한 명중들을 비롯
하여) 상대보다 명중들을 더 많이
얻는다면 당신은 추가 명중 1회를
얻는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지도자 다시-굴림 후에 당신이
(자유민족 전투 카드의 전투-전
추가 공격에 의한 명중들을 비롯
하여) 상대보다 명중들을 더 많이
얻는다면 당신은 추가 명중 1회를
얻는다.

이센가르드국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고 방어군이 포위되
어 있는 거점에 있다면 사용한다.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움바르의
해적선들*

암흑군단 국가들 모두가 “전쟁 중”이
라면 사용한다.

남부인과 동부인국이 “전쟁 중”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서로 다른 암흑군단 군대
들을 4개대까지 1지역씩 이동시킨
다.

당신은 Umbar움바르에 있는 암흑군
단 군대 1개대를 곤도르국 해안
지역 1곳으로 이동시킨다.
도착 지역에 자유민족 군대가 있
다면 그 군대를 공격한다.
그 자유민족 군대가 이미 포위되
어 있지 않는 한, 그 암흑군단 군
대는 그 공격을 중단할 수 없다.

박쥐들의 떼
B.

A. 당신은 상대가 사용한 전투
카드의 효과들을 무효화한다.
상대가 전투 카드를 사용하지 않
았다면 당신의 지도자 다시-굴림
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
한다.

죽음의 충돌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2씩
더한다.

던랜드인들의
분노
이센가르드국이 “전쟁 중”이라면 사
용한다.

당신은 North Dunland 노스 던랜드 나
South Dunland사우스 던랜드에 인접한
자유 지역 1곳에 이센가르드국 정
규 부대 2개를 모집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노스 던랜드 그
리고/또는 사우스 던랜드에 있는
이센가르드국 (정규나 정예) 부대
들을 4개까지 그 자유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마술사-왕의
귀환
마술사-왕이 등장해 있다면 사용한다.

마술사-왕을 Angmar 앙그마르 로 이
동시키고 그 지역에 사우론국 정
규 부대 2개와 사우론국 정예 부
대 1개를 모집한다.

박쥐들의 떼
끊임없는 공격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암흑
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2회까
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
중마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B.

A. 당신은 상대가 사용한 전투
카드의 효과들을 무효화한다.
상대가 전투 카드를 사용하지 않
았다면 당신의 지도자 다시-굴림
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
한다.

반-오르크들과
고블린-인간들

올록-하이

이센가르드국이 “전쟁 중”이라면 사
용한다.

사우론국이 “전쟁 중”이라면 사용한
다.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가 있는 지
역 1곳에 이센가르드국 (정규나
정예) 부대 1개를 모집한다.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가 있는 지
역 1곳에 사우론국 (정규나 정예)
부대 1개를 모집한다.

우리는 죽이러 왔다

우리는 죽이러 왔다

암흑군단 정예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암흑군단 정예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그
암흑군단 정예 부대마다 주사위 1
개씩 (최대 5개까지) 굴려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5+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그
암흑군단 정예 부대마다 주사위 1
개씩 (최대 5개까지) 굴려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5+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언덕-트롤들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있다

사우론국이 “전쟁 중”이라면 사용한
다.

당신은 게임 보드의 아무 1곳이나
2곳에 있는 사우론국 정규 부대 2
개를 사우론국 정예 부대 2개로
대체한다.

사루만이 등장해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North Dunland 노스 던랜드 와
South Dunland사우스 던랜드에 이센가
르드국 정규 부대 2개씩, Orthanc오
르상크에 이센가르드국 (정규나 정
예) 부대 2개를 모집한다.

우리는 죽이러 왔다
암흑군단 정예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그
암흑군단 정예 부대마다 주사위 1
개씩 (최대 5개까지) 굴려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5+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위대한 주인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암흑군단 부대들의 개수가 자유민
족 부대들의 2배 이상이라면 당신
은 추가 명중 1회를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모르도르의
군대로 간
많은 왕들

왕이
드러나다

당신은 서로 다른 남부인과 동부
인국 정착지 3곳에 남부인과 동부
인국 정규 부대 2개씩 모집한다.

아라고른이 등장해 있다면 사용한다.

Minas Morgul미나스 모르굴에 사우론
국 정규 부대 5개와 나즈굴 1명을
모집한다.

위대한 주인

끊임없는 공격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암흑군단 부대들의 개수가 자유민
족 부대들의 2배 이상이라면 당신
은 추가 명중 1회를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암흑
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2회까
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
중마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안개 산맥에
드리운
그림자들

다시 증식한
오르크들

당신은 Mount Gram마운트 그램 이나
Moria모리아에 사우론국 (정규나 정
예) 부대 2개와 나즈굴 1명을 모
집한다.

당신은 Dol Guldur돌 굴두르에 사우론
국 정 규 부 대 3 개 , Mount
Gundabad 마운트 군다바드 에 사우론국
정규 부대 3개를 모집한다.

맹공

맹공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4회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중마다 주사위 1개씩 굴려
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
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암흑군단 군대에 명중들을
4회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암흑군단 군대에
가한 명중마다 주사위 1개씩 굴려
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동부에서 온
무리

깨어난
괴물들

남부인과 동부인국이 “전쟁 중”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Angmar앙그마르와 Ettenmoors
에튼무어즈 와 Weather Hills 웨더 힐즈 에
사우론국 정규 부대 1개씩,
Trollshaws트롤셔즈에 사우론국 정예
부대 1개를 모집한다.

당신은 남부인과 동부인국 자유
지역 1곳에 남부인과 동부인국 정
규 부대 5개를 모집한다.
그 지역은 지도의 동쪽 테두리에
인접해야 한다.

절망적인 전투
죽음의 충돌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2씩
더한다.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오랫동안
계획된 전쟁의
소집병들

모르도르의
구덩이들

암흑군단 국가들 모두가 “전쟁 중”이
라면 사용한다.

사우론국이 “전쟁 중”이라면 사용한
다.

당신은 Gorgoroth고르고로스에 남부인
과 동부인국 정규 부대 5개, Nurn
누른에 사우론국 정규 부대 5개를
모집한다.

당신은 서로 다른 사우론국 거점
3곳에 사우론국 정규 부대 2개씩
모집한다.

절망적인 전투

절망적인 전투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공격군과 방어군 모두는 자신
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