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레크의 돌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망자 3개를 이 카드에 놓는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동안에 당신
이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외교 행동으로 사용해서 국가 1개
국의 정치 카운터를 전진시킬 때
마다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에 그
망자들 중 1개를 모집한다 (또는
그 망자를 시작 배치에 추가한다).
당신은 아무 분파 주사위 결과 1
개를 사용해서 그 망자들 중 1개
를 평소처럼 모집할 수 있다.

망자들의 길들

성큼걸이/아라고른이 (포위되어
있더라도) 로한국이나 곤도르국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그를 (그리
고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동료들
을 원하는 만큼) Erech에레크로 바로
이동시킨다. 이제 던해로우의 망
자파를 등장시킨다.
그 다음에 망자들의 군대에 망자
1개를 모집한다. (이 카드를 포함
해서) 당신의 버리는 더미에 있는
망자 분파 사건 카드들 모두를 그
덱에 넣고 다시 섞는다.

이 카드에 남은 망자가 없다면 즉시 테
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
다.

어둠의 문

공포의 악령들

Helm's Deep헬름즈 딥이나 Edoras에도라스
가 미정복이라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에서 망자들
을 1개 이상 죽여서 그 군대를 그
죽은 망자들의 개수의 지역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
에서 망자 1개를 죽여서 망자들의
군대와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
역에 있는 암흑군단 군대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당신은 주사위 3
개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당신은 그 공격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마지막
공격의 종료 시에 암흑군단 플레
이어는 가능하다면 그 암흑군단
군대를 후퇴시켜야 한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동안에
Erech 에레크 는 망자들의 군대에게,
그리고 동료 분리와 이동의 목적
으로 헬름즈 딥과 Westemnet웨스템넷
과 에도라스에 인접한 것으로 간
주된다.
헬름즈 딥과 에도라스가 암흑군단에게
지배되어 있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다.

공포의 악령들

어떠한
바람보다도
더 빠른 속력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에서 망자들
을 1개 이상 죽여서 그 군대를 그
죽은 망자들의 개수의 지역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망자들의 군대
에서 망자 1개를 죽여서 망자들의
군대와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
역에 있는 암흑군단 군대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당신은 주사위 3
개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당신은 그 공격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마지막
공격의 종료 시에 암흑군단 플레
이어는 가능하다면 그 암흑군단
군대를 후퇴시켜야 한다.

Eagles’ Eyrie이글스 이리에 독수리 1
개를 모집한다 (또는 그 독수리를
시작 배치에 추가한다).

길고 빠른
대열들로
안개 산맥의 독수리파가 등장해 있다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독수리 3개를 이 카드에 놓는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동안에 당
신이 분파 사건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의 효과를 해결한 후마다
당신은
A.
B.

Eagles’ Eyrie이글스 이리에 그 독수
리들 중 1개를 모집하거나
각 독수리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카드에 남은 독수리가 없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A.
B.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하거
나
(이 카드를 포함해서) 당신의 버
리는 더미에 있는 독수리 분파 사
건 카드들 모두를 그 덱에 넣고
다시 섞는다.

그들이
견뎌냈던
나즈굴에게로
당신은 각 독수리를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당신은 독수리와 나즈
굴이 있는 지역 1곳을 선택한다:
당신은 그 지역에 있는 독수리마
다 주사위 1개씩 (최대 5개까지)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마술사-왕
을 제외한) 그 지역에 있는 나즈굴
1명씩 죽인다. 나즈굴이 적어도 1
명 죽는다면 암흑군단 플레이어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은 (마술사-왕
을 포함한) 나즈굴 모두를 사우론
국 미정복 거점 1곳으로 이동시킨
다.

우리는 날개만
필요하오
당신은 각 독수리를 이동시킨다.

들어올려져
저 멀리
실려 가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지 않다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독수리 1개를
죽여서 동료 1명이나 동료들 1무
리를 마치 그 동료 (무리)의 레벨
이 4인 것처럼 원정대에서 분리하
거나 이동시킨다. 그 동료 (무리)
의 이동은 포위되어 있는 거점에
서 끝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독수리 1개를
죽여서 (원정대 진행 규칙에 따라)
원정대를 진행시킨다.

엔트들이
각성하다

사루만은
이웃이지

당신은 엔트우드에 엔트 1개를 모
집한다 (또는 그 엔트를 시작 배치
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사루만이 등장해 있다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A.
B.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하거
나
(이 카드를 포함해서) 당신의 버
리는 더미에 있는 엔트 분파 사건
카드들 모두를 그 덱에 넣고 다시
섞는다.

당신은 각 독수리를 이동시킨다.

엔트 3개를 이 카드에 놓는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동안에 암흑
군단 플레이어가 사루만의 “사루
만의 목소리” 능력을 사용할 때마
다 Fangorn팡고른에 그 엔트들 중 1
개를 모집한다 (또는 그 엔트를 시
작 배치에 추가한다). 당신은 아무
분파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해서
그 엔트들 중 1개를 평소처럼 모
집할 수 있다.
이 카드에 남은 엔트가 없다면 즉시 테
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
다.

나무들의
아버지들
엔트들 모두를 Fangorn 팡고른 으로
다시 이동시키고 그 지역에 엔트
1개를 모집한다.
그 다음에 당신은 팡고른에 있는
엔트 1개를 Old Forest올드 포레스트로
바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엔트우드
를 구성할 수 있다: 엔트 분파 사
건 카드가 엔트우드를 언급할 때
마다 당신은 올드 포레스트에 있
는 엔트우드와 팡고른에 있는 엔
트우드 중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엔트들의
행진
당신은
A.
B.

당신은 위 효과들을 원하는 순서
대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엔트들의
행진
당신은
A.
B.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를 이동시
키거나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를 죽여서
엔트가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이
나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당신은
주사위 3개를 굴리고 4+의 결과
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당신은 위 효과들을 원하는 순서
대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를 이동시
키거나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를 죽여서
엔트가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이
나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1개대를 공격할 수 있다: 당신은
주사위 3개를 굴리고 4+의 결과
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우리의 모든
힘의 결합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망자나 독
수리나 엔트 분파 사건 카드 1장
을 버려서
A.

B.

당신의 버리는 더미에 있는 다른
분파의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당
신의 손에 추가하거나
아무 종류의 사건 카드 1장을 뽑
을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결합

우연히
혹은 예지로

당신은 당신의 손에서 망자나 독
수리나 엔트 분파 사건 카드 1장
을 버려서

당신은 분파 사건 카드 3장을 뽑
는다: 당신은 그 카드들 중 1장을
당신의 손에 추가하고 남은 카드
2장 모두를 그 덱의 맨 위나 맨 아
래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는다.

A.

B.

당신의 버리는 더미에 있는 다른
분파의 분파 사건 카드 1장을 당
신의 손에 추가하거나
아무 종류의 사건 카드 1장을 뽑
을 수 있다.

우연히
혹은 예지로

우연히
혹은 예지로

당신은 분파 사건 카드 3장을 뽑
는다: 당신은 그 카드들 중 1장을
당신의 손에 추가하고 남은 카드
2장 모두를 그 덱의 맨 위나 맨 아
래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는다.

당신은 분파 사건 카드 3장을 뽑
는다: 당신은 그 카드들 중 1장을
당신의 손에 추가하고 남은 카드
2장 모두를 그 덱의 맨 위나 맨 아
래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는다.

망자들의 왕

망자들의 공포

망자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망자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망자들의 군대에서 망자 1개를 죽
인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주사위 3개
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중 1
회씩 얻는다.

이번 전투 라운드의 종료 시에 당
신은 망자들의 군대에서 망자 1개
를 죽여서 이 전투를 끝낼 수 있다.

거세지는 바람에
속력을 높이다
독수리가 방어군에게서 4지역 안
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해당 독수리들을 원하는
만큼 방어군이 있는 지역으로 이
동시킨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
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후에
당신은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해당 독수리마다 주사위 1개씩
(최대 5개까지) 굴리고 1의 결과
마다 해당 독수리 1개씩 죽이고 6
의 결과마다 명중 1회씩 얻는다.
포위되어 있는 암흑군단 군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공에서부터
독수리가 방어군에게서 4지역 안
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해당 독수리들을 원하는
만큼 방어군이 있는 지역으로 이
동시킨다. 당신은 해당 독수리 1
개를 죽여서 이번 전투 라운드 동
안에 나즈굴 모두의 지도력을 무
효화할 수 있다.

파멸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
엔트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해당 엔트우드에서 엔트 1
개를 죽인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
은 추가 공격을 한다: 주사위 3개
를 굴리고 4+의 결과마다 명중 1
회씩 얻는다.

숲이 일어나고 있다
엔트가 방어군과 같은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이번 전투 라운드의 종료 시에 당
신은 해당 엔트우드에서 엔트 1개
를 죽여서 이 전투를 끝낼 수 있다.

서부의 길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이 카드는 원정대 진행과 동료 분리의
목적으로 Grey Havens그레이 헤이븐즈에 그
리고 곤도르국 해안 지역들 모두에 인
접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의 예감

당신은 추적 타일 3개를 뽑는다:
당신은 그 타일들 중 1개를 게임
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남은
타일 2개를 효과 없이 추적 풀에
반납한다.

원정대가 이 카드나 그레이 헤이븐즈
에 있고, 그리고 원정대 진행 카운터가
“0”이나 “1” 칸에 있다면 원정대는 “항
해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암흑군단
플레이어는 어떠한 이유로도 추적 타
일을 뽑을 수 없다.
이 카드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동안에 이 카
드는 어떠한 이유로도 버려질 수 없다.

영웅적인 죽음
자유민족 지도자나 동료가 이 전
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대담한 저항
동료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면 사용한다.

당신은 그 동료들 모두의 지도력
을 박탈해서 상대가 사용한 전투
카드의 효과들을 무효화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전에 당신은
A.

B.

그 자유민족 지도자 1명을 죽여
서 상대의 명중 1회를 무효화하
거나
그 동료 1명을 죽여서 상대의 명
중들을 그 동료의 레벨까지 무효
화할 수 있다.

빠른 배들

원정대가 자유민족 미정복 정착지에 있
다면 사용한다.

추적 굴림 없이 원정대를 진행시
킨다.

질서 정연한 철수

왕권과 영예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동료가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그 전투의 시작 시에 당신은 테이
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서
그 전투 동안에 암흑군단 플레이
어가 전투 카드나 전투 요청 카드
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암흑군단 플레이어는 인물 행동 주사
위 결과 1개를 사용하고 그의 손에서
아무 사건 카드 2장을 버려서 테이블
에 놓여 있는 이 카드가 강제로 버려지
게 할 수 있다.

자유민족 지도자나 동료가 이 야전이
나 돌진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굴림에 의한
사상자 제거 전에 당신은 상대의 명중
1회를 무효화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
게 한다면 그 전투 라운드의 종료 시에
당신은 가능하다면
A.
B.

(당신이 공격군이라면) 그 공격을 중
단하거나
(당신이 방어군이라면) 후퇴해야 한다.

네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거라
메리아독과 페레그린이 원정대에 있다
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암흑군단 플레이어가 “노출” 아이
콘이 있는 추적 타일을 뽑은 후에
당신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
드를 버려서 “노출” 아이콘을 무
시할 수 있다.

후오른-다크
방어군이 로한국 지역이나
Fangorn팡고른이나 Orthanc오르상크
에 있다면 사용한다.

상대는 상대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을 최대 2개까지 굴린다.

긴 전투

당신은 지도력이 있는 자유민족
군대가 있는 지역 1곳을 선택한다:
그 지역에 있는 암흑군단 분파들
모두를 죽인다.
그 다음에 당신은 아무 종류의 사
건 카드 1장을 뽑는다.

메리아독이나 페레그린이 원정대에 없
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
를 버려야 한다.

기습적인 공격
자유민족 지도자나 동료가 이 전
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사용한다.

강력한 공격
동료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면 사용한다.

지도자 다시-굴림 전에 당신은 그
동료 1명의 지도력을 박탈해서 당
신의 빗맞은 주사위 결과 1개를
명중 1회로 바꾼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자유민족
군대의 지도력마다 주사위 1개씩
(최대 5개까지) 굴려서 추가 공격
을 하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