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해로우의 망자파 (망자들)

던해로우의 망자파 (망자들)
시작 배치
Erech에레크에 2개. (포위되어 있더라도) 성큼걸
이/아라고른을 (그리고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동료들을 원하는 만큼) 에레크로 바로 이동시
켜서 망자들의 군대에 합류시킨다.

특별 규칙
1. 망자들의 군대를 이동시키려면, 당신은 망
자 1개를 죽여서 남은 망자들을 적의 부대
가 없는,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2.

이동들 모두가 끝난 후에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로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군대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에서
망자 1개를 죽여서 주사위 3개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

망자들의 군대에 망자가 1개보다 더 많이
있는 한, 당신은 이동과 공격을 (순서를 거
스르지 않고) 반복할 수 있다.

―

그 암흑군단 군대가 전멸한다면 그 군대의
부분이었던 부하들과 나즈굴 모두도 죽인
다.

―

마지막 공격의 종료 시에 암흑군단 플레이
어는 그 암흑군단 부대들을 인접한 지역으
로 후퇴시켜야 하지만 부하들과 나즈굴은
후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망자 1
개를 죽이지 않고) 망자들의 군대를 전투
지역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모집
망자들의 군대에 1개.
축적 제한
없음.
제약
망자들은 망자들의 군대를 구성하며 항상 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전투 요청
망자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
절멸
망자들의 군대에 망자가 없거나 성큼걸이/아라
고른이 그 군대와 함께 있지 않다.

성큼걸이/아라고른이 (산맥 너머 지역들을 비롯하여) Erech에레크에서 1지역 안에 있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던해로우의 망자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안개 산맥의 독수리파 (독수리들)
시작 배치
Eagles’ Eyrie이글스 이리에 2개.
모집
이글스 이리에 1개.
축적 제한
없음.
제약
없음.
전투 요청
독수리가 (산맥 경계를 무시하고) 방어군에게
서 4지역 안에 있다. 당신은 범위 안에 있는 독
수리들을 원하는 만큼 방어군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절멸
어떠한 독수리도 등장해 있지 않다.

특별 규칙
― 분파 사건 카드가 당신이 “각 독수리를 이
동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당신은 등장해
있는 각 독수리를 게임 보드의 아무 곳으
로 제약 없이 이동시킬 수 있다.

안개 산맥의 독수리파 (독수리들)
원정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가 Rivendell리븐델이 아니거나 백색의 간달프가 등장해 있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안개 산맥의 독수리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팡고른의 엔트파 (엔트들)

팡고른의 엔트파 (엔트들)
시작 배치
Fangorn팡고른에 2개.
모집
엔트우드에 1개.
축적 제한
없음.
제약
엔트들은 엔트우드를 구성하며 항상 팡고른에,
원정대나 동료와 함께 있어야 한다.

특별 규칙
A. 엔트들을 이동시키려면, 당신은 엔트우드
에서 엔트 1개를 적의 부대가 없는, 이미
엔트가 있는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
시킨다.
B. 당신은 엔트로 엔트가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군
대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
면, 당신은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를 죽여
서 주사위 3개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
중 1회씩 얻는다.

전투 요청
엔트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

―

엔트우드에 엔트가 1개보다 더 많이 있는
한, 당신은 이동과 공격을 (원하는 순서대
로) 반복할 수 있다.

절멸
팡고른의 엔트우드에 엔트가 없거나 팡고른에
원정대도 동료도 없다.

―

그 암흑군단 군대가 전멸한다면 그 군대의
부분이었던 부하들과 나즈굴 모두도 죽인
다.

사루만이 등장해 있고, 그리고 원정대나 동료가 Fangorn팡고른에 있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팡고른의 엔트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움바르의 해적선파 (해적선들)

움바르의 해적선파 (해적선들)
시작 배치
Umbar움바르에 3개.
모집
움바르에 1개.
축적 제한
암흑군단 부대들에 추가로, 5개.
제약
해적선들은 다음 지역들로만 이동할 수 있다:
― 서부 바다의 해안 지역들,
―

Erech에레크를 제외한 곤도르국의 지역들,

―

Osgiliath오스길리아스.

전투 요청
해적선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암흑군단 군대
와 같은 지역에 있고 그 암흑군단 군대가 포위
되어 있지 않다.
절멸
자유민족이 움바르를 지배한다.

특별 규칙
― 해적선들이 분파 사건 카드의 효과 때문에
군대 없이 이동하면 당신은 해적선들을 4
지역까지, 따로 또는 함께 이동시킨다. 그
해적선들의 이동은 적군에게 점유되어 있
는 지역으로 또는 그러한 지역을 거쳐 이
동할 수 있다.
―

해적선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군
대를 이동한다면 4지역까지, 또는 공격한
다면 2지역까지 수송할 수 있다. 각 해적
선은 암흑군단 부대들을 2개까지, 그리고
부하들과 나즈굴을 원하는 만큼 수송할 수
있다.

―

해적선들은 자신들끼리 암흑군단 군대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적선들이 암흑군단 군
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그 해적
선들과 그 군대를 함께 이동시키고 그 해
적선들과 그 군대로 공격할 수 있다. 전투
이후에 당신은 (해적선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 한) 그 해적선들과 그 군대를 함께
전진시키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

남부인과 동부인국이 “전쟁 중”이라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움바르의 해적선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던랜드의 언덕인간파 (던랜드인들)
시작 배치
North Dunland노스 던랜드에 2개, South Dunland사우
스 던랜드에 2개.
모집
던랜드 정착지마다 1개씩이나, 또는 (포위되어
있지 않는 한) 이센가르드국이나 로한국에 있
는 암흑군단 군대 1개대에 1개.
축적 제한
암흑군단 부대들에 추가로, 3개.
제약
던랜드인들은 자유민족 군대가 있는 지역에도
(포위되어 있지 않는 한) 자유민족 미정복 거점
지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전투 요청
던랜드인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암흑군단 군
대과 같은 지역에 있고 그 암흑군단 군대가 포
위되어 있지 않다.
절멸
자유민족이 노스 던랜드와 사우스 던랜드를 지
배한다.

특별 규칙
― 던랜드인들이 분파 사건 카드의 효과 때문
에 군대 없이 이동하면 당신은 던랜드인들
을 2지역까지, 따로 또는 함께 이동시킨다.
―

“사루만에게 무장되다” 분파 사건 카드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면 던랜드인들은 그 특
별 규칙을 따른다.

―

던랜드인들은 자신들끼리 암흑군단 군대
를 구성하지 않지만 던랜드인들이 암흑군
단 군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그
던랜드인들과 그 군대를 함께 이동시키고
그 던랜드인들과 그 군대로 공격할 수 있
다. 전투 이후에 당신은 그 던랜드인들과
그 군대를 함께 전진시킬 수 있거나 후퇴
시켜야 하고, 그 군대가 전멸한다면 그 던
랜드인들도 죽인다.

던랜드의 언덕인간파 (던랜드인들)
사루만이 등장해 있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던랜드의 언덕인간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쉴롭의 자식파 (거미들)

쉴롭의 자식파 (거미들)
시작 배치
Dol Guldur돌 굴두르에 1개, Minas Morgul미나스 모르
굴에 1개.
모집
Dol Guldur돌 굴두르에 1개, Minas Morgul미나스 모르
굴에 1개.
축적 제한
없음 (특별 규칙 참조).
제약
거미들은 자유민족 군대가 있는 지역에도 (암
흑군단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점이 아닌 한) 자
유민족 미정복 정착지 지역에도 들어갈 수 없
다.
전투 요청
거미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암흑군단 군대과
같은 지역에 있다.
절멸
어떠한 거미도 등장해 있지 않다.

특별 규칙
― 거미들이 분파 사건 카드의 효과 때문에
군대 없이 이동하면 당신은 거미들을 2지
역까지, 따로 또는 함께 이동시킨다.
―

“거대하고 끔찍하다” 분파 사건 카드가 테
이블에 놓여 있다면 거미들은 그 특별 규
칙을 따르고 군대 축적 제한에 포함된다.

―

거미들은 자신들끼리 암흑군단 군대를 구
성하지 않지만 거미들이 암흑군단 군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그 거미들과
그 군대를 함께 이동시키고 그 거미들과
그 군대로 공격할 수 있다. 전투 이후에 당
신은 그 거미들과 그 군대를 함께 전진시
킬 수 있거나 후퇴시켜야 하고, 그 군대가
전멸한다면 그 거미들도 죽인다.

원정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가 Rivendell리븐델이 아니라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나 모집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쉴롭의 자식파를 등장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