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파 주사위 - 참조표

가운데-땅의 전사들을 진행할 때에 각 플레이어는 특별 분파 주사위 1개를 받습니
다. 플레이어의 첫 번째 분파가 등장하면 다음 턴의 시작 시에 그 플레이어는 분파
주사위를 그의 행동 주사위 풀에 추가합니다.
새로운 아이콘들이 이 주사위들에서 나타나고, 그것들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은 기본 게임의 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분파 주사위들의 이 결과들은 각 분파를 위한 규칙서에 설명된 것처럼, 분파 카드들
과 분파 피규어들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파 모집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분파 1개파에 대한 규칙을 따르며, 피규어(들)을 그 분파에 추가합니다.
새로운 분파 1개파를 등장시킵니다.

분파 사건 사용/뽑기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종류에 상관없이, 당신의 손에 있는 아무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분파 사건 덱에서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뽑습니다.

분파 사건 사용/분파 모집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분파 모집 아래에 나열된 것들 중 아무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당신의 손에 있는 아무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분파 사건 뽑기/분파 모집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분파 모집 아래에 나열된 것들 중 아무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분파 사건 덱에서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와일드 주사위
이 주사위 결과는 분파 모집이나 분파 사건 사용/뽑기 아래에 나열된 것들 중 아마
행동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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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
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지도자가 군대와 함께 이동/공격합
니다. 지도자와 함께 있는 군대 1
개대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키
는데, 그 지역은 군대 이동에 대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는 지도자
와 함께 있는 군대 1개대를 사용
해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적군 1
개대를 공격합니다 (또는 포위 공
격이나 돌진을 개시합니다).

동료들을 이동시킵니다. 지도에 있
는 동료들이나 동료들 무리들 모
두가 각각 지역들을 그 무리에서
가장 높은 동료 레벨의 거리까지
이동하게 합니다.

암흑군단 전용
―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당신
의 손에 있는 인물 사건 카드 1장
을 사용합니다.

부하들을 이동시킵니다. (마술사왕을 비롯한) 나즈굴 모두를 (암흑
군단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민족에게 지배되고 있는
거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
도에 있는 아무 곳으로 이동시킵
니다. 사우론의 입을 3지역까지
이동시킵니다.

자유민족 전용
―

원정대 진행. 원정대 진행 카운터
를 1칸 전진시킵니다. 반지를 위
한 추적을 해결한 다음에 사용된
행동 주사위를 추적 칸에 놓습니
다.

―

원정대를 숨깁니다. 원정대가 노
출이었다면 원정대는 다시 숨음이
됩니다.

―

동료들을 분리합니다. 동료 1명이
나 동료들 1무리를 원정대에서 분
리합니다. 동료 피규어(들)은 원정
대 칸에서 제거되고, 지도에 있는
원정대에서 원정대 진행 카운터의
칸수와 가장 높은 동료 레벨의 합
의 거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군대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
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군대들을 이동시킵니다. 서로 다른
군대들을 2개대까지 그 지역(들)
에서 인접한 지역(들)로 이동시키
는데, 그 지역(들)은 군대 이동에
대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

적군 1개대를 공격합니다. 당신의
군대들 중 1개대에 인접한 곳에
있는 적군 1개대를 공격합니다
(또는 포위 공격이나 돌진을 개시
합니다).

―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당신
의 손에 있는 군대 사건 카드 1장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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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사건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
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
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사건 카드 1장을 뽑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건 덱 1곳에서 사건 카
드 1장을 뽑습니다.

―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종류
에 상관없이, 당신의 손에 있는 사
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

외교적 행동. 우방국 1개국의 정치
카운터를 1칸 전진시킵니다 (자유
민족 국가에 대해, 그 국가의 정치
카운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만
“전쟁 중” 칸에 도달할 수 있습니
다).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합니다. 당신
의 손에 있는 소집 사건 카드 1장
을 사용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 전용
―

증원병력들을 모집합니다. 증원병
력들을 등장시킵니다:
―

아무 우방 자유 정착지 1곳
에 정예 부대 1개 또는

―

서로 다른 아무 우방 자유
정착지 2곳에 지도자 2명 또
는

―

서로 다른 아무 우방 자유
정착지 2곳에 정규 부대 2개
또는

―

소집이나 군대에 열거된 행동들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아래 행동 주사위 결과들은 암흑군단 행
동 주사위들과 자유민족 행동 주사위들
에서 서로 다릅니다:

사우론의 눈
눈을 보이는 행동 주사위 결과들 모두는
추적 칸에 놓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아무 우방 자유
정착지 2곳에 지도자 1명과
정규 부대 1개.

암흑군단 전용
―

소집/
군대

서부의 의지
―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행동을 수행
하기 전에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
위 결과 1개를 아무 다른 행동 주
사위 결과 1개로 바꾸고 그 선택
된 결과와 같은 효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는
또한 인물 카드들에 적혀 있는 규
칙에 따라 백색의 간달프나 아라고
른 – 이실두르의 후계자를 등장시
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물 카드에 적혀 있는 규칙에 따
라 부하 1명을 등장시킵니다.

소지자 및 하급 부하 주사위 - 참조표

가운데-땅의 귀인들을 진행할 때에 플레이어들은, (자유민족을 위한) 소지자 주사위
와 (암흑군단을 위한) 하급 부하 주사위라 불리는 새로운 특별 주사위들을 받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면 다음 턴의 시작 시에 그 플레이어는 해당하는 특별 주사위
를 그의 행동 주사위 풀에 추가합니다.
소지지 주사위 (흰색 바탕): 엘론드 군주 – 빌랴의 소지자 (파란색); 갈라드리엘 귀부
인 – 네냐의 소지자 (회색); 회색의 간달프 – 나랴의 소지자 (빨간색).
하급 부하 주사위 (검은색 바탕): 모리아의 발록 – 고대 세계의 악마 (빨간색); 고스
모그 – 모르굴의 부관 (노란색).
플레이어가 여러 소지자나 하급 부하 주사위를 굴린다면:
―
―

그는 사용할 주사위 결과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주사위 결과가 눈이라면 그는 (평소처럼 추적 칸에 놓이는) 그 주사위 결
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콘들은 이 주사위들에서 나타나고, 그 아이콘들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은 기본 게임의 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카드 뽑기
당신이 선택한 사건 덱 1곳에서 사건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제거
이 아이콘은 몇몇 주사위 면에서, 다른 행동 기호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 아이콘은
그 주사위가 사용된 후에 행동 주사위 회수 단계에서, 다음의 상황들에서 제거됨을
의미합니다:
―
―

소지자 주사위는 백색의 간달프가 등장해 있다면 제거됩니다.
하급 부하 주사위는 (아무 버전의) 마술사-왕이 등장해 있다면 제거됩니다.

발록 사용
발록이 비활성 (레벨 0)이라면 발록은 활성화 (레벨 2) 됩니다.
발록이 활성이라면 이 주사위 결과는 다음 행동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
―

발록과 함께 있는 군대 1개대를 이동시킵니다.
발록과 함께 있는 군대 1개대로 공격합니다.
발록만 지도에서 이동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