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RICHARD GARFIELD

영문 규칙서 Ver. JULY, 2020에 대응하는 한국어 규칙서입니다.

기존 버전에서 수정되었거나 개정된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규칙, 차례 진행 순서도, 카드 업데이트를 갱신했습니다.

능력 처리와 관련한 일부 규칙을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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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집정관입니다. 어떤 자는 당신을 신처럼 경배하고, 또 어떤 자는 당신의 지혜를 

칭송하죠. 당신은 무엇이든 현실이 되는 장소, ‘크루시블’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루시블은 오래되었지만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불가사의하고 재기발랄한 

건축가들이 우주의 중심에 놓인 인공 행성인 크루시블을 구성하는 여러 겹의 층을 꾸

준히 만들어나갑니다. 건축가들은 여러 곳에서 구해온 물질들을 잘 혼합하여, 친숙하

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새로운 완전체를 만들어서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혼자서든 무리를 지어서든 크루시블에 오게된 존재들은 이 기이하고 신비한 곳에서 고

향으로 되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앰버라고 알려진 신

비롭고 초자연적인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번

성합니다. 어떤 일부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조우한 새로운 종족의 삶의 방식과 관습

에 적응하여 예전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앰버에 지나치게 의존

한 나머지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여 육체와 정신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집정관으로서 크루시블을 여행하며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시

간을 초월하는 지혜와 어떤 생명체와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를 알아 본 협

력자들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당신은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들이 크루시블에 숨겨 놓

은 보물고를 발견합니다. 보물고는 오직 앰버로 만든 열쇠로만 열 수 있습니다. 보물

고가 열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건축가들의 힘과 지식이 온전히 보물고를 연 집정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명의 집정관이 하나의 보물고를 발견하였고 보물고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명뿐입

니다.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크루시블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키포지는 플레이어 2명이 서로 다른 집정관을 맡아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대결할 때는 

각자가 가진 집정관 덱을 사용합니다.

각 플레이어의 덱은 앰버를 모아서 열쇠를 제작하려 하는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열쇠 3

개를 먼저 제작하는 사람이 보물고를 열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키포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덱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게임은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덱을 직접 만들 수 없고, 주어진 덱을 그대로 사용해야

만 합니다. 모든 덱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덱입니다!

아직 키포지를 즐겨본 적이 없다면 먼저 빠른 시작 규칙서를 읽고 이 게임의 기초를 익

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빠른 시작 규칙서는 스타터 팩에 들어있습니다.

빠른 시작 규칙서를 따라 게임을 즐겨본 후에 이 규칙서를 읽으면 게임의 세부적인 용

어와 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서에는 기본 규칙과 게임 준비 방법 외에 게임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개념

과 용어를 해설한 용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문구를 해석할 때 용어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용어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쪽

카드 업데이트 및 FAQ . . . . . . . . . . . . . . . . . . . 17쪽

빠른 시작 규칙서 1부

피해 토큰 25개

앰버 토큰 18개

열쇠 토큰 3개

고유한 집정관 덱 1개 

(카드 37장, 이름 카드 1장 포함)

고유한 집정관 덱 1개 
(카드 37장, 이름 카드 1장 포함)

체인 트랙과 
체인 마커 1개씩

by RICHARD GARFIELD

공격력 토큰 
10개

격노 토큰  
4개  

가호 토큰 
6개

기절 토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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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준비할 때는 아래 과정을 번호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모든 앰버 토큰, 피해 토큰, 각종 상태 토큰을 두 사람 모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모아 둡니다. 이곳이 공급처입니다.

2 각자 자기 덱의 이름 카드를 자기 앞에 놓습니다.

3 각자 열쇠 토큰 3개를 가져와서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 면이 보이도록 자기 이름 

카드 옆에 놓습니다.

4 무작위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시작 플레이어가 먼저 차

례를 진행합니다. (2개의 덱으로 연달아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두 번째 게임부터

는 지난 게임에서 패배한 덱을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5 각자 자기 덱을 섞고 상대에게 넘겨 한 번 더 섞게 합니다.

6 시작 플레이어는 자기 덱에서 카드를 7장 뽑아 손에 듭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는 자기 덱에서 카드를 6장 뽑아 손에 듭니다.

7 이렇게 손에 든 카드를 확인하고 각자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손에 든 카드를 전부 

덱에 다시 넣고 섞은 다음, 기존보다 1장 덜 뽑아 새로 손에 들 수 있습니다. 이 행

동을 멀리건이라고 부릅니다. 멀리건을 할 지 여부는 시작 플레이어부터 결정합니

다. (빠른 시작 게임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키포지>를 즐길 때 염두에 둬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 소

개합니다. 

카드에 적힌 내용이 이 규칙서에 적힌 내용과 모순될 때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우선

합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이용해 앰버를 모으고 앰버를 이용해 열쇠를 제작

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세 번째 자기 열쇠를 제작하면 즉시 게임이 끝나고 그 플레이

어가 승리합니다. 

카드는 플레이 영역에 준비 상태나 소진 상태로만 놓일 수 있습니다.

준비 상태인 카드는 적힌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도록 똑바로 놓입니다. 준비 

상태인 카드는 플레이어의 차례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나면 소진 상태가 됩니다.

소진 상태인 카드는 90도 돌려 놓입니다. 소진 상태인 카드는 카드 효과에 의하거나 특

정 단계가 되어 준비 상태가 되기 전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유물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소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각종 토큰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게임 중 토큰이 부족한 경우 다른 토큰이나 마

커, 동전 등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준비 상태 소진 상태

Grigory Serov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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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내 A는 탈취되지 않습니다.

보물고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집정관들 외에는 손에 

꼽힌다. 마찬가지로, 어떤 집정관이 이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자는 생텀 외에는 손에 꼽힌다.

생명체

Grigory Serov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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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카드들은 그 카드 위에 놓인 앰버를 열쇠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러한 카드 위에 놓인 앰버와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를 전부 합쳐 열쇠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앰버가 모였다면 활성화 플레이

어는 반드시 열쇠 1개를 제작해야 합니다.

<키포지>의 각 덱은 그 덱의 이름 카드에 표시된 3가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3가지 세력 중 이번 차례 동

안 활성화할 세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세력을 이번 차례 동안 활성화 세력이

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이번 차례 동안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만 플레이

하거나 버리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세력을 선택하고 나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원한다면 자기 보관 영역에 있

는 모든 카드를 가져와 손에 들 수 있습니다(용어집에서 ‘보관 영역’ 항목 참조).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3가지 세력 이외의 세력에 속한 

카드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이름 카드에 표시된 3가지 세력 중 한 세력

이 아니라 그 세력을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세력이나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카드가 속한 세력 이외 

의 다른 세력은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카드 효과로 인해 그런 

세력을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 카드 효과를 무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력 중에서 원하는 세력을 선택합니다(용어집 ‘금지와 강제/허용 지시의  

우선 순위’ 항목 참조).

한 플레이어가 승리할 때까지 두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차례는 다음 다섯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열쇠 제작하기

2 세력 선택하기

3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 플레이하기, 사용하기, 버리기

4 카드 준비시키기

5 카드 뽑기

현재 차례인 플레이어를 활성화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만이 행동

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규칙서 다음 부분에서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가 열쇠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앰버를 가지고 있다

면,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열쇠 1개를 제작해야 합니다. 열쇠를 제작하려면 활성화 플

레이어는 자기 이름 카드 위, 즉 자기 앰버 저장소에서 앰버를 필요한 만큼 공급처에 되

돌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 열쇠 토큰 1개를 제작한 상태인 면

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열쇠를 제작하는 기본 비용은 앰버 6개입니다. 특정 카드 효과로 인해 비용이 올라

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열쇠 여러 개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앰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단계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열쇠 개수는 최대 1개입니다. 

이름 카드

덱

Mariana Ennes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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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 더미

Vladimir Zyrianov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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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내 차례가 끝날 때, 1A를 포획합니다.

행동: ‘덫쟁이’에 놓인 각 A를 공급처로 옮깁니다.

생명체

Eric Kenji Aoyagi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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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

전투/수확: 유물 하나 또는 전선 끝에 있는 생명체 

하나를 그 카드의 소유자의 손에 되돌립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명체

   

ÆMBER:

HOUSE: STAR ALLIANCE

ART:

Chris Bjors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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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외계인

R 강화. (이 기호는 내 덱의 카드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나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생명체

  

ÆMBER:

HOUSE: SHADOWS

ART:

Rodrigo Camilo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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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엘프, 도둑

은신. (매 차례마다 이 생명체가 공격 목표로 지정된 첫 

회에는 서로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플레이: 3A를 포획합니다.

“받고 더!”

생명체

 

전선

Caravan Studio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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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아이템

행동: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도 알아, 그걸 훔지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게 너무 … 

빛나고 있었어.”

- 도둑 너디

 

유물

앰버

공급처

상대의 플레이 영역

제작한 열쇠

제작하지 않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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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례의 3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

큼 플레이할(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에는 세력 기호 아래에 보너스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기호가 표

시된 카드를 플레이할 때, 그 카드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가장 먼저 그 카드에 표

시된 각 보너스 기호의 효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너스 기호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손에서 플레이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 영역에 놓인 자기가 지배하는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합한 카드 또한 원하는 순서로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

릴 수 있습니다.

카드가 어떤 세력에 속하는지는 그 카드의 왼쪽 위 구석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세력에 해당하는 기호

가 카드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 카드는 플레이하거나 사용

하거나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리는 것과 관련한 규

칙은 이 규칙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차례 규칙: 시작 플레이어의 첫 번째 차례에 한

해서, 시작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 카드를 단 1장만 플레이하거나, 단 1장만 손

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특정 카드 효과에 의해 이 규칙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특정 카드 효과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는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소진 상태로 놓인 자기 카드를 전부 준비 상태로 되돌립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손에 든 카드 수가 카드 보충 한도(기본 6장)가 될 때까지 자

기 덱 맨 위에서 카드를 뽑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이 단계를 마치고 나면 자기 

차례가 끝납니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손에 카드를 카드 보충 한도보다 많이 들고 있다 해도 보충 한

도만큼만 남기고 카드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아야 하는데(이 단계에서 또는 다른 아무 때나) 덱에 남

은 카드가 없다면, 그 플레이어는 자기 버림 더미를 섞어서 새로 덱을 만든 다음, 

부족한 만큼 마저 뽑습니다(카드는 항상 한 번에 1장씩 뽑습니다).

만약 차례가 끝날 때 활성화 플레이어가 자기 앰버 저장소에 열쇠를 제작할 수 있

을 만큼 앰버를 가지고 있다면, “체크!”라고 말해서 다음 자기 차례에 열쇠를 제작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립니다.

앰버(A): 앰버 1개를 얻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이유로든 앰버를 얻을 때마다, 그 앰

버를 해당 플레이어의 앰버 저장소(이름 카드 위)에 놓습니다.

포획( ):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가 상대에게서 앰버 1개를 포획합니다(상대의 앰버 저

장소에 놓인 앰버 1개를 가져와 해당 생명체에 올려놓습니다).

피해(D): 플레이 영역에 있는 생명체 하나에 1 피해를 입힙니다.

뽑기( ):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일부 카드에는 굵은 글씨체로 “플레이:”라 적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

를 플레이하면, 우선 보너스 기호의 효과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 카드의 플레이 

능력을 처리합니다.

ACTION

Miss “Onyx” Censo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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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rigory Serov 067

Play:

Mind Barb

카드에 표시된 앰버 기호 개수

만큼 앰버를 얻습니다. 이 카드

를 플레이하면 앰버 1개를 얻

습니다.  

Mariana Ennes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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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플레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합니다.

“저 째깍이는 소리는 뭐지?” 

- 길 잃은 루카스 로렌스

 

Caravan Studio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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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아이템

행동: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도 알아, 그걸 훔지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게 너무 … 

빛나고 있었어.”

- 도둑 너디

 

이 게임에 존재하는 카드는 4종류(행동 카드, 유물, 업그레이드, 생명체)입니다. 카드 

종류마다 플레이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약간 다릅니다.

브로브나 디스 로고스 마스

사우리안 스타 얼라이언스   생텀 섀도우 언테임드

Caravan Studio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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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아이템

행동: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도 알아, 그걸 훔지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게 너무 … 

빛나고 있었어.”

- 도둑 너디

 

디스에 속한 카드

유물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소진 상태로 들어오

고, 전선(다음 쪽 ‘생명체’ 항목 참조) 바로 아래에 놓

입니다. 또한, 플레이된 뒤에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동 카드를 플레이하면, 활성화 플레이어는 그 카드

에 적힌 “플레이:” 능력을 처리합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능력의 효과를 처리하고 나서 그 카

드를 자기 버림 더미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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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그 업그레이드를 지배하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생명체에 부여됩니다(그 생명체 아래에 약간 어긋나게 겹쳐 놓습니다). 또한, 플레이된 

뒤에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해당 업그레이드가 부여된 

카드의 능력을 수정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부여된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카드에 부여된 업그레

이드는 버려집니다. 

업그레이드를 부여할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없으면 업그레이드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소진 상태로 들어오고 활성화 플레이어의 플레이 

영역 맨 앞줄에 놓입니다. 이렇게 생명체를 일렬로 늘어놓는 장소를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는 플레이된 뒤에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각 생명체에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표시되어 있고 이 값은 전투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전투에 관해서는 이 규칙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생명체의 지배자의 전선 한쪽 끝(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 중 한 곳)에 놓여야 합니다.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해당 

전선 양쪽에 있던 생명체들을 이어 붙여서 빈자리를 메웁니다.

Vladimir Zyrianov 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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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내 차례가 끝날 때, 1A를 포획합니다.

행동: ‘덫쟁이’에 놓인 각 A를 공급처로 옮깁니다.

생명체

Caio Monteiro 13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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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내가 생명체 하나를 전투에 사용하고 나면, 

‘부관 가버널’은 1A를 포획합니다.

생명체

 

ÆMBER:

HOUSE: UNTAMED

ART:

Bogdan Tauciuc 3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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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야수, 니플

‘니플 유인원’이 공격하는 동안, 

도발과 은신을 무시합니다.

“방금 니플이라고 했나?” 

- 선장 밸 예리코

생명체

 

왼쪽 끝  오른쪽 끝

전선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전선에 놓인 생명체를 

조금씩 옮겨 빈자리를 메웁니다.

Vladimir Zyrianov 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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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내 차례가 끝날 때, 1A를 포획합니다.

행동: ‘덫쟁이’에 놓인 각 A를 공급처로 옮깁니다.

생명체

Caio Monteiro 13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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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내가 생명체 하나를 전투에 사용하고 나면, 

‘부관 가버널’은 1A를 포획합니다.

생명체

 

ÆMBER:

HOUSE: UNTAMED

ART:

Bogdan Tauciuc 3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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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야수, 니플

‘니플 유인원’이 공격하는 동안, 

도발과 은신을 무시합니다.

“방금 니플이라고 했나?” 

- 선장 밸 예리코

생명체

 

ÆMBER:

HOUSE: SHADOWS

ART:

Rodrigo Camilo 2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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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엘프, 도둑

은신. (매 차례마다 이 생명체가 공격 목표로 지정된 첫 

회에는 서로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플레이: 3A를 포획합니다.

“받고 더!”

생명체

 

ÆMBER:

HOUSE: UNTAMED

ART:

Bogdan Tauciuc 3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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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야수, 니플

‘니플 유인원’이 공격하는 동안, 

도발과 은신을 무시합니다.

“방금 니플이라고 했나?” 

- 선장 밸 예리코

생명체

 

업그레이드 ‘천사의 갑옷’을 생명체 

‘”모험가” 퀵소’에 부여합니다.

자기 차례의 3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손에서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버릴 수 있습니다. 카드는 3단계 아무 때에나 한 번에 1장씩 버립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하고 싶지 않은 카드를 손에서 없애고, 차례의 5단계에서 새 카드를 

뽑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의 3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플레이 영역에 놓인,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자기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활성화 플레이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는 그 업그레이드가 부여된 생명체의 능력을 수정할 뿐, 그 생명체와 별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유물을 사용하여 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두 종류(“행동:” 능력과 “전능:” 능력)입니다.

유물을 사용할 때, 플레이어는 그 카드를 소진하고 나서 그 카드의 능력을 처리

합니다. 

“행동:” 능력을 가진 유물 카드의 경우, 플레이어는 오직 활성화 세력에 속한 유물 

카드만 사용해 그 능력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전능:” 능력을 가진 유물 카드의 경우, 플레이어는 설령 그 카드가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용해 그 능력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물은 그 유물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로 그 카드를 희생해야 합니다. 

유물이 희생되면, 그 카드는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플레

이어는 그 유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먼저 소진시켜야 합니다.

유물은 전투나 수확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생명체

공격력 방어력

Grigory Serov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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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내 A는 탈취되지 않습니다.

보물고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집정관들 외에는 손에 

꼽힌다. 마찬가지로, 어떤 집정관이 이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자는 생텀 외에는 손에 꼽힌다.

생명체

John Silva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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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명체는 +1 방어력을 얻습니다.

플레이: 이 생명체를 완전히 치유합니다.

업그레이드

 

David Auden Nash 07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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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과학자

견제. (이 생명체는 전투에 사용될 때, 공격 목표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투: 카드 1장을 뽑습니다.

“… 내 회고록에서 이 부분은 빼야겠어.”

생명체

“ ”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전선의 한쪽 끝에 놓입니다.

ÆMBER:

HOUSE: SHADOWS

ART:

Rodrigo Camilo 2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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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엘프, 도둑

은신. (매 차례마다 이 생명체가 공격 목표로 지정된 첫 

회에는 서로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플레이: 3A를 포획합니다.

“받고 더!”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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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내 차례가 끝날 때, 1A를 포획합니다.

행동: ‘덫쟁이’에 놓인 각 A를 공급처로 옮깁니다.

생명체

Caio Monteiro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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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내가 생명체 하나를 전투에 사용하고 나면, 

‘부관 가버널’은 1A를 포획합니다.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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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 니플

‘니플 유인원’이 공격하는 동안, 

도발과 은신을 무시합니다.

“방금 니플이라고 했나?” 

- 선장 밸 예리코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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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생명체가 피해를 입으면, 입은 피해만큼 공급처에서 피해 토큰을 

가져와 그 생명체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입은 피해의 총합이 그 생명체의 

공격력 이상이면, 그 생명체는 파괴되어 소유자의 버림 더미 맨 위에 놓입니다. 일부 

생명체에는 방어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카드 이름 오른쪽 방패 모양 칸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방어력은 그 생명체가 입는 피해를 매 차례마다 방어력 수치만큼 

막아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용어집의 ‘방어력’ 항목 참조)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때, 그 생명체에 놓인 앰버는 상대가 얻습니다. 

(용어집의 ‘포획’ 항목 참조)

별도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카드 능력을 처리할 때 활성화 플레이어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카드 능력을 처리할 때, 누가 그 능력을 처리하는지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 문장 

내에 주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장 내에 누가 처리할지 주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능력은 ‘내가’ 처리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 카드를 지배하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예: ‘쉰발 메이커’에는 “업그레이드를 마치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인 것처럼 

플레이해도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능력에는 플레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문장 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문장의 주어를 ‘나’로 간주하여,  

“(나는) 업그레이드를 마치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인 것처럼 플레이해도 됩니다.” 

로 효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쉰발 메이커’를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만이 

업그레이드를 마치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인 것처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티탄 기술자’에는 “‘티탄 기술자’가 전선 안쪽에 있는 동안, 열쇠 비용이 +1A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발동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티탄 기술자’

가 전선 안쪽에 있는 동안,”의 주어는 ‘티탄 기술자’이므로, 어떤 플레이어의 전선에 

있든 상관없이 ‘티탄 기술자’가 전선 안쪽에 있기만 하면 이 능력이 발동됩니다. 또한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 능력인 “열쇠 비용이 +1A 됩니다.”의 주어는 ‘열쇠 비용’

입니다. 이미 능력을 처리하는 주체가 문장 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능력을 ‘내가’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능력을 통해 정확히 어느 플레이어의 

열쇠 비용인지를 지칭하지 않은 ‘열쇠 비용’이 +1A 되므로, 이 능력이 발동되면 두 

플레이어 모두의 열쇠 비용이 증가합니다.

카드에 적힌 특정 용어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용어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능력을 처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리할 수 없다면 그 처리할 수 없는 부분만 무시합니다.

예: 아론은 “플레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합니다.”라고 

적힌 ‘분노’ 카드를 플레이하고 그 카드 능력을 처리할 대상으로 우호적인 생명체인  

‘어둠의 백부장’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백부장’이 이미 준비 상태여서 아론은 

‘분노’ 카드 능력 중 준비시키는 부분은 무시하고 ‘어둠의 백부장’을 전투에 사용합니다.

카드의 능력을 처리할 때, 그 카드에 적힌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대체 

효과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가 원래 효과가 적힌 문장보다 나중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그 대체 효과에 의해 이 규칙이 수정됩니다.

예: ‘하이드’에는 “수확: 카드 1장을 뽑습니다. ‘빌럼’을 지배하고 있다면, 1장이 

아니라 2장을 뽑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효과가 나중에 적혔지만, 이 효과는 

앞에 적힌 원래 효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능력으로 인해 입히는 피해는 그 피해가 그 카드의 능력 중 어느 곳에 

적혔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동시에 입힙니다.

예: ‘강력한 창’에는 “플레이: 생명체 하나에 3 피해를 입히고, 그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 하나에 3 피해를 입힙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능력상에선 두 피해를 입히는 

순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이 피해는 동시에 입혀야 합니다.

생명체를 사용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나서 수확/전투/ 

“행동:” 능력 발동/“전능:” 능력 발동 중 한 가지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체를 

수확/전투/“행동:” 능력 발동/“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하게 하는 카드 효과를 처리할 

때에도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원하는 자기 생명체를 수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수확에 사용하면 그 생명체는 소진 상태가 되고, 그 생명체의 지배자는 

공급처에서 앰버 1개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체에 “수확:” 능력이 

있다면 해당 효과를 전부 처리합니다.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원하는 자기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면 그 생명체는 소진 상태가 되고, 그 생명체의 

지배자는 상대가 지배하는 생명체 중 공격 목표로 적합한 생명체 하나를 선택해서 

공격합니다. 전투할 때, 두 생명체(전투에 사용된 생명체 및 공격 목표로 선택된 

생명체)는 자기 공격력(카드 이름 왼쪽에 적힌 값)만큼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전투로 인한 피해는 두 생명체가 동시에 입습니다. 전투를 처리하고 나서, 전투에 

사용된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체에 “전투:” 능력이 

있다면 해당 효과를 전부 처리합니다.

공격 목표로 선택할 수 있는 적대적인 생명체가 없다면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생명체 중 “행동:”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사용하여 그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행동:” 

능력을 처리합니다.

준비 상태인 생명체 중 “전능:” 능력을 가진 생명체는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여 그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전능:” 능력을 처리합니다.

자기 차례에 디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한 톰은 말레피콘을 소진시키고 

전투에 사용합니다. 공격 목표로는 

장군 살바도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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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T 강화. (이 기호는 내 덱의 카드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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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강화. (이 기호는 내 덱의 카드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가 보너스 기호 D로 피해를 

입고 나면, 그 생명체에 1D를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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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피콘의 공격력은 5여서 장군  

살바도르에 5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장군 살바도르의 공격력은 4여서  

말레피콘에 4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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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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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살바도르의 2 방어력으로 인해 입어야 할 피해 중 2만큼이 막힙니다. 

장군 살바도르에 나머지 3 피해를, 말레피콘에는 4 피해를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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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T 강화. (이 기호는 내 덱의 카드에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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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력에 의해 막힌 피해는  

생명체에 놓이지 않고 

공급처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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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드가 플레이어에게 다른 어떤 카드를 선택해 플레이하게 하거나 (전투 또는 

수확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카드에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플레이어는 원하는 

세력에 속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의 능력을 통해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할 카드의 용도나 요건에 제

한이 있다면 (수확/전투/“행동:” 능력 발동에 사용)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한

에 적합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능력에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플레이어는 자신이 지배하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능력의 조합을 통해 같은 카드가 한 차례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플레이되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플레이어는 한 차례 동안 한 카드 및/또는 그 카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카드를 6번을 초과해서 플레이 및/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적힌 능력 중 굵은 글씨체로 시작하지 않는 

능력은 지속 능력으로 그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남아 있고 카드 능력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한 

그 능력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속 능력이 적힌 카드가 소진 상태여도 그 지

속 능력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속 능력의 효과를 처리하는 것은 그 지속 능

력이 적힌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속 능력의 효과를 처리

할 때 그 카드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체인은 때로는 더 큰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집정관들을 도전시키기 위해, 또 때

로는 크루시블의 규칙을 어기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집정관에게 벌을 주기 위해 

건축가들이 집정관에게 씌우는 초자연적인 굴레를 나타냅니다. 

게임 중 플레이어는 카드 능력의 추가 비용으로 체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체인을 얻

은 플레이어는 얻은 체인 개수만큼 체인 트랙에서 체인 마커를 전진시킵니다. 

체인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손에 카드를 보충 한도만큼 채우기 위해 1장 

이상 카드를 뽑을 때마다(게임 준비 과정 포함), 보충 한도 조정값만큼 카드를 적게 뽑

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인 마커를 1칸 후퇴시켜 체인을 1개 버립니다.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다음과 같이 카드를 더 적게 뽑습니다.

1~6 체인: 카드를 1장 적게 뽑습니다.

7~12 체인: 카드를 2장 적게 뽑습니다.

13~18 체인: 카드를 3장 적게 뽑습니다.

19~24 체인: 카드를 4장 적게 뽑습니다.

예: 토리는 7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준비 과정에서, 토리는 카드를 2장 덜 뽑

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1개 버립니다. 그 이후로 여섯 번 동안, 카드를 보충 한도만큼 

채우기 위해 카드를 1장이라도 뽑아야 할 때, 토리는 카드를 1장 덜 뽑고 체인을 1개

씩 버립니다. 체인을 전부 버리고 나면, 그 이후로 카드를 보충 한도만큼 채울 때는 정

상적으로 채웁니다. 

체인 개수 

보충 한도 조정

‘울부짖는 구덩이’에 적힌 능력은 

지속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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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각 플레이어의 차례의 “카드 뽑기” 단계 동안, 해당 

플레이어의 카드 보충 한도가 1장 늘어납니다.

 

게임에 사용하는 두 덱의 세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될 때, 더 강한 덱에 체인을 핸디

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두 덱으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기를 하기 

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덱을 가지고 좀 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체인 핸디캡 규

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게임에 사용하는 두 덱 중 어느 하나가 더 강하다고 생각되면, 그 강한 덱을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핸디캡으로 4 체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핸디캡을 적용한 

덱이 나머지 한 덱에게 3번 연속으로 이길 때마다 핸디캡을 1 체인 늘립니다. 3번 

연속으로 질 때마다 핸디캡을 1 체인 줄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사용하는 두 덱에 매우 익숙한 경우에는 정해진 숫자의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덱을 사용할지 고르는 선택권을 체인으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예: 테리와 줄리는 ‘대지의 어머니’ 덱과 ‘수상 아만다’ 덱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두 플레이어 모두 ‘대지의 어머니’ 덱에 익숙하며 이 덱이 꽤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 덱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수상 아만다’ 덱은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비교적 낯선 덱이라서 이 덱을 고르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지의 어머니’ 덱을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핸디캡으로 4 체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줄리는 잠시 생각한 후 “5 체인을 가지고 ‘대지의 어머니’ 

덱을 쓸게.”라고 말합니다. 테리가 6 체인으로 올립니다. 줄리가 다시 7 체인으로 

올립니다. 결국 테리는 줄리가 7 체인을 가지고 ‘대지의 어머니’ 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상 아만다’ 덱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키포지>의 기본 규칙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규칙서의 다음 부분은 

게임 중에 또는 카드 문구를 해석할 때 참조하기 위한 용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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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캐서린의 플레이 영역에 “아마겟돈 망토”가 부여된 “사령관 라미엘”이 있습니

다. 캐서린의 상대가 “디스로 가는 관문”을 플레이하여 플레이 영역에 있는 모든 생

명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사령관 라미엘”을 파괴하려는 효과는 “아마겟돈 망토”

의 대체 효과에 의해 대체됩니다. 이로 인해 “사령관 라미엘”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

라 “사령관 라미엘”을 완전히 치유하고 “아마겟돈 망토”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사

령관 라미엘”이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었던 것이 취소되고 “아마겟돈 망토”가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예: 제이미는 “불순물 제거”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플레이:” 능력을 적용할 대상으로 

상대 플레이 영역에 있는 “덫쟁이”를 선택합니다. “덫쟁이”는 돌연변이라서 대체 효

과가 발동됩니다. “덫쟁이”에 2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덫쟁이”를 파괴합니다.

각 ~마다라는 용어는 특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플레이어

는 해당 횟수/개수의 효과를 여러 다른 카드에 원하는 대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외계의 훈련” 카드에는 “플레이: 우호적인 생명체들이 속한 각 세력 종류마다, 우

호적인 생명체 하나가 1 앰버를 포획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호적인 생명체들

이 속한 세력의 개수를 확인하고 원하는 우호적인 생명체(들)로 1 앰버씩 해당 횟수만

큼 포획합니다. 각 우호적인 생명체로 1번씩 포획해도 되고 어떤 우호적인 생명체로 여

러 번 포획해도 됩니다.

어떤 능력의 경우에는 “생명체 하나를 선택하여” 등과 같이 “각 ~마다”만큼의 해당 효

과를 적용할 대상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정된 대상 내에서만 해당 효

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 “급속 진화” 카드에는 “생명체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가진 각 앰버마다 그 생명

체에 +1 공격력 토큰을 놓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공격력 토큰은 선택한 그 

생명체에만 놓아야 합니다. 다른 생명체에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수확에 사용하기 전:” 또는 “전투에 사용하기 전:” 등과 같은 능력은 수확 또는 전투의 

효과를 처리하기 전에 처리합니다. 단, 수확 또는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소진시

켜야 하는 경우, 카드를 먼저 소진하고 나서 “~하기 전:” 능력을 처리합니다.

“~해도 됩니다”라는 문구 앞에 적힌 효과는 처리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때 처리하기로 선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효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생명체가 +1 공격력 토큰을 얻으면 +1 공격력 토큰을 그 생명체에 놓습니다. 그 

생명체에 놓인 각 +1 공격력 토큰마다 그 생명체의 공격력이 1씩 증가됩니다.

X

일부 카드의 능력에 의해 특정 값 X가 정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X가 카드 능력에 따

라 정의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의 X값은 0으로 간주합니다.

예: ‘정신 약탈꾼’의 공격력은 X고, 이 X는 “’정신 약탈꾼’에 이웃한 생명체 중 ‘교환체’ 

특성이 없는 생명체의 공격력을 합한 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디스의 

그림자’ 등으로 ‘정신 약탈꾼’의 글 상자를 비도록 만들었다면, ‘정신 약탈꾼’은 더 이

상 X값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정신 약탈꾼’의 공격력은 0이 됩니다.

어떤 생명체가 가호되는 경우, 그 생명체에 가호 토큰을 놓습니다. 가호 토큰이 놓인 생명

체가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거나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 놓인 가호 토큰을 치웁니다. (이로서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는 것을 모면합니다. 

용어집 ‘파괴됨’ 항목 참조)

가호 토큰이 놓인 생명체를 다시 가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뒤에 그 카드에 가호 토큰이 놓이면, 그 가호 토큰

은 그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른 

카드의 효과에 의해) 손으로 되돌리는 등 플레이 영역을 다른 방식으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추가로 적용될 경우, 그 효과는 막습니다.

용어집에는 여러분이 게임을 즐기는 도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어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보다는, 게임 중에 알지 

못하는 용어를 접했을 때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카드 효과로 인해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동

시에 또 다른 카드 효과로 인해 그 행동을 반드시 하라는(또는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

았다면, 할 수 없다는 지시를 우선해서 따릅니다.

예: 안나는 ‘핏로드’를 지배하고 있고 ‘핏로드’에는 “’핏로드’가 플레이 영역에 있는 동

안 반드시 디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나의 상대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리스트링군터스를 플레이합니다. 그 카드에는 “플레이: 세력

을 하나 선택합니다. 내 상대는 ‘리스트링군터스’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때까지 그 세

력을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상대 플레이어는 해당 능력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스를 선택했습니다. 안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디스

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해야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

다”는 지시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시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안나는 디스가 아니

라 다른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카드 효과로 인해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동

시에 또 다른 카드 효과로 인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할 수 없

다는 지시를 해도 된다는 지시보다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카드 문구에 그 카드 이름이 작은 따옴표(‘ ’)로 표시되어 적혀 있는 경우, 그 이름은 같

은 이름을 가진 다른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 자체만을 뜻합니다. (“성난 군중”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 ‘성난 군중’ 카드”와 같이 “아무”라는 표현으로 별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카드가 다른 카드의 능력을 복사하거나 얻는 경우, 그 능력에 적힌 ‘그 카드

의 이름’은 그 능력을 얻은 카드의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예: ‘양육 방침(“전능: ‘양육 방침’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손에 든 생명체 카

드 1장을 공개하고 플레이 영역에 놓인 생명체 하나를 선택합니다. 차례가 끝날 때까

지, 선택된 생명체는 공개한 생명체 카드의 글 상자를 얻습니다.”)을 사용해서 손에 든 

‘Q-정비공’을 공개하고, 플레이 영역에 놓인 ‘어둠의 전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어

둠의 전령이 얻은 텍스트 중 “파괴됨: ‘Q-정비공’을 보관합니다.”는 “파괴됨: ‘어둠의 

전령’을 보관합니다.”로 바뀝니다.

업그레이드가 생명체에게 얻도록 하는 능력에 ‘그 업그레이드의 이름’이 작은 따옴표

로 적혀 있다면, 그 이름 또한 그 업그레이드 자체만을 뜻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

른 업그레이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의 능력을 생명체가 얻는다

고 해서, ‘이 업그레이드의 이름’이 ‘부여된 생명체의 이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체의 이름’을 참조하는 능력을 얻은 경우, ‘그 이름’은 이제 그 

카드 자체만을 뜻합니다.

어떤 능력은 다른 특정 효과의 처리 내용이나 특정 게임 단계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이 아니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러한 대체 효과는 해당 용어 앞에 적힌 것을 해

당 용어 뒤에 적힌 것으로 대체합니다. 대체되는 대상이 되는 특정 효과나 특정 게임 단

계가 발생할 때, 그것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카드가 파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 대체 효과

는 그 카드가 버림 더미에 놓이려 하는 순간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 카드가 버림 더

미에 놓이려 할 때, 그 카드를 버림 더미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파괴될 카드로 

지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대체 효과를 처리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대체되는 원래 효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대체 효과와 동일한 부

류에 해당하는 원래 효과가 그 효과로 대체됩니다.

예: 아론이 “차원 문”을 플레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체 하나를 수확에 사용합니

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아론은 수확을 통해 1 앰버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원 

문”의 대체 효과로 인해 1 앰버를 얻는 것이 1 앰버를 탈취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따

라서 아론은 1 앰버를 얻는 것이 아니라 1 앰버를 탈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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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는 경우, 전투에 사용된 그 생명체는 공격 

대상으로 선택된 생명체의 공격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선택된 생명체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만 방지되며 다른 능력이나 키워드

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용어집 ‘전투’ 항목 참조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에 있는 생명체 중 공격력이 가장 낮

은/높은 생명체를 뜻합니다. 그런 생명체가 여럿일 때는 그 생명체들 모두가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입니다.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효과에 정확히 몇 개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체 하나만 선택해 그 

효과를 적용합니다.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 하나에 카드 효과를 처리해야 하는데 공격력이 가

장 낮은/높은 생명체가 여럿이라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 무리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 X개”는 공격력이 낮은/높은 순서로 X개의 생

명체 무리를 뜻합니다. 공격력이 가장 낮은/높은 생명체부터 그다음으로 공격력

이 낮은/높은 생명체 순서로 X개만큼이 그 무리에 속하여 해당 카드 효과가 적용

됩니다. 만약 공격력이 같은 생명체가 여럿이어서 그중 일부만 선택해야 무리에 속

한 생명체 수가 X개가 되는 경우에는 활성화 플레이어가 그중 어떤 생명체가 무

리에 속하는지 선택합니다. 반대로, 무리에 포함시킬 생명체가 부족하다면 가능한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예: 톰은 “플레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생명체 셋을 파괴합니다.”라고 적힌 행동 카드  

“세 운명”을 플레이합니다. 플레이 영역에 공격력이 8인 생명체 하나, 7인 생명체 하

나, 5인 생명체 둘이 있습니다. 톰은 카드 효과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공격력이 높은 생

명체 3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격력이 8인 생명체와 7인 생명체가 선택되고, 무리에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다음으로 공격력이 높은(공격력 5) 생명체가 둘입니다. 따라

서 톰은 그 두 생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능력의 경우, 해당 문구 앞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완벽히 처리해야 해당 문구 이후의 효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이라

는 문구를 포함하는 능력의 경우, 해당 문구 뒤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완벽히 처

리해야 해당 문구 앞의 효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기절 상태가 되면, 기절 토큰을 그 생명체에 놓습니다. 기절 상태인 생명

체는 전투나 수확, 행동 능력 발동, 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절 상태인 생명체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체를 소진시키면서 그 생명체에 놓인 기절 토큰을 치울 수 있습니다.

기절 상태인 생명체를 전투나 수확, 행동 능력 발동, 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하라는 카

드 효과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그 생명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

시키고 그 생명체에 놓인 기절 토큰을 치웁니다. 적대적인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 기

절 상태인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를 때도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그 

생명체에 놓인 기절 토큰을 치웁니다. 이렇게 소진시키는 것도 그 생명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속 능력 및 해당 생명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발동되는 능력은 기절 상태에서도 

여전히 발휘됩니다.

기절 상태인 생명체가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는 경우, 공격하는 생명체는 여전히 이 생

명체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습니다.

기절 상태인 생명체에는 다시 기절 토큰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절 상태인 생명체

를 기절시키는 효과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강화” 키워드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화 키워드

를 가진 카드로 인해, 그 카드가 포함된 집정관 덱을 구성하는 카드에 그 강화 효과에 

해당하는 보너스 기호가 무작위로 나뉘어 추가됩니다(이 효과는 덱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예: ‘돌연변이 소매치기’에는 “DDD 강화”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D 보

너스 기호 3개가 덱을 구성하는 카드들에 무작위로 추가됩니다. 강화 키워드로 인해  

‘돌연변이 소매치기’가 게임 진행 도중에 일으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거대 생명체는 카드 2장으로 이루어진 희귀한 생명체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거대 

생명체를 이루는 두 카드 중 1장에는 그 생명체의 그림이, 나머지 1장에는 그 생명체의 

능력 등이 적힌 글 상자가 있습니다.

거대 생명체를 플레이하려면, 플레이어는 거대 생명체를 이루는 두 카드를 모두 손에 

들고 있어야 하고, 두 카드 모두를 한 생명체로 간주하여 동시에 플레이해야 합니다.

거대 생명체의 위쪽 반쪽 카드에는 카드 이름 옆에 “1/2”라고 적혀 있고, 동일한 카

드 이름을 지닌 아래쪽 반쪽 카드에는 희귀도 기호 옆에 “2/2”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대 생명체는 비플레이 영역에 있는 동안에는 카드 2장으로 간주되지만, 플레이 영역

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체 하나로 간주됩니다. 거대 생명체를 플레이하는 것은 카드 1장

만 플레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시작 플레이어의 첫 번째 차례에 거대 생명체

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거대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생명체를 이루는 

두 반쪽 카드는 다시 카드 2장으로 간주됩니다.

거대 생명체의 두 반쪽 카드는 서로 동일한 카드 이름, 세력, 카드 종류를 가집니다. 그 

외에도, 각 반쪽 카드는 그 카드에 인쇄된 특징을 가집니다. 즉, 위쪽 반쪽 카드는 보너

스 기호를 가지며, 아래쪽 반쪽 카드는 공격력, 방어력, 글 상자를 가집니다.

어떤 카드의 효과에 의해 두 반쪽 카드 중 한 장만 플레이하거나 플레이 영역에 놓아야 

하는 경우, 그 효과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카드의 효과가 두 반쪽 카드 모두를 플

레이하거나 플레이 영역에 놓도록 하는 경우, 그 거대 생명체는 플레이되거나 플레이 

영역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 벨라는 ‘로봇 북턴’을 수확에 사용해 덱 맨 위 카드 1장을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벨

라는 덱 맨 위 카드를 공개했고, 그 결과 ‘울트라 그래비트론’의 반쪽 카드가 공개되었

습니다. 벨라는 (나머지 반쪽 카드를 손에 들고 있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반쪽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카드를 덱 맨 위로 다시 되돌려놓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격노시키는 경우, 그 생명체에 격노 토큰을 놓습니다. 격노 토큰이 놓인 

생명체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해야 합니다. 격

노 토큰이 놓인 생명체가 전투에 사용되고 나면, 그 생명체에서 격노 토큰을 치웁니다.

격노 토큰이 놓인 생명체는 다시 격노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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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

돌연변이

(반드시 ‘데우실로스’의 나머지 반쪽과 함께 플레이해야 합니다.)

플레이: 내 상대의 모든 A를 포획합니다.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에 5D를 입힙니다.

전투/수확: ‘데우실로스’에 놓인 1A를 공급처로 옮깁니다. 

적대적인 각 생명체에 2D를 입힙니다.

결국 모두가 허브 시티에 모여든다.

Caio Monteiro /244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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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카드를 전부 덱에 다시 넣고 섞은 다음, 기존보다 1장 덜 뽑아 다시 손에 들 수 있습

니다. 이 행동을 멀리건이라고 부릅니다.

멀리건을 할지 여부는 시작 플레이어부터 결정합니다. 멀리건은 한 게임에서 플레이어

마다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으로 체인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한 플레이어는 멀리건으로 다시 카드를 뽑을 때 

체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건 규칙에 따라 처음 뽑았던 카드 장수보다 1장 

덜 뽑아야 합니다.

이 기호가 그려진 카드는 방랑자 카드입니다. 방랑자 카드는 극히 희귀

한 확률로 어떤 카드가 자기가 일반적으로 속한 세력을 떠나 새로운 세

력에 속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랑자 카드는 그 카드에 인쇄된 세력

에 속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일부 생명체에는 방어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카드 이름 오른쪽 방패 모양 칸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방어력은 그 생명체가 입는 피해를 매 차례마다 방어력 수치만큼 막아

줍니다. 방어력은 생명체에 피해가 놓이기 전에 그 피해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방어

력이 2인 생명체가 1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는 방어력에 의해 막혀 생명체에 놓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생명체에게는 1 방어력이 남아 이번 차례가 끝날 때까지 피해를 막

아줍니다. 이번 차례가 끝나기 전에 그 생명체가 3 피해를 더 입는다면, 그중 1 피해는 

막히고 나머지 2 피해만 생명체에 놓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방어력을 얻으면, 얻은 방어력은 그 생명체에 적힌 방어력 수치에 누적

되어 더해집니다. 

차례를 진행하는 중에 어떤 생명체가 방어력을 얻은 경우, 이번 차례에 방어력을 얻기 

전에 입은 피해를 소급해서 막지는 못 합니다. 차례를 진행하는 중에 어떤 생명체가 방

어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번 차례에 그 방어력으로 이미 막은 피해를 소급하여 다시 입

히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방어력 중 일부를 잃는 경우, 이번 차례에 이미 피해를 막는데 소모한 방

어력부터 먼저 잃고 나서, 아직 피해를 막는데 소모하지 않은 방어력을 마저 잃습니다.

방패 모양 칸에 “~”라고 적혀 있는 경우, 그 생명체에는 방어력이 배정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생명체도 카드의 효과 등을 통해 방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치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는 전선 한쪽 끝에 플레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명체는 

두 생명체 사이를 포함해 지배자의 전선 어느 곳으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카드가 파괴되거나 버려지면 소유자의 버림 더미 맨 위에 놓입니다. 누구의 버림 더미

에 어떤 카드가 놓여있는지는 공개된 정보이며 두 플레이어 중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림 더미에 놓인 카드 순서는 특정 카드 효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

됩니다. 

카드를 뽑아야 하는데 자기 덱에 카드가 다 떨어진 경우 자기 버림 더미를 섞어 새로 덱

을 만들고 카드를 마저 뽑습니다.

보관 영역은 각 플레이어의 이름 카드 앞에 카드를 뒷면으로 보관하는 영역입니다. 플

레이어는 카드 능력을 통해서만 자기 보관 영역에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의 2단계에서 활성화 세력을 선택하고 나서 자기 보관 영역에 놓

인 모든 카드를 손에 들 수 있습니다.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는 플레이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를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의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를 보관하라는 지시에 어떤 카드를 보관하는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자기 손에 든 카드 중에서 보관할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능력은 카드에 적힌 특별한 문구를 나타내며, 게임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능력이 특정 비플레이 영역(손, 덱, 보관 영역, 버림 더미 등)을 명확히 지정한 경우

를 제외하면, 능력은 오직 플레이 영역에 놓인 카드에만 적용됩니다. 파괴되고 난 카

드에 적용되는 능력의 경우에는 그 파괴된 카드가 버림 더미에 놓이게 되어도 그 카드

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생명체, 유물 또는 업그레이드에 적힌 능력은 비플레이 영역에서 사용(발동)된다는 언

급이 별도로 없는 한 그 능력이 적힌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놓인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발동됩니다). 하지만 한 번 카드의 능력이 발동되면, 발동 도중에 그 카드가 플레이 영

역을 벗어나더라도 그 능력을 끝까지 마저 처리합니다.

어떤 카드의 능력을 처리하던 도중에 그로 인해 다른 카드의 능력이 발동되었다면, 

나중에 발동된 카드의 효과를 우선 전부 처리하고 나서, 먼저 발동된 카드의 효과를 

마저 처리합니다.

특정 효과를 다시 처리하라거나 반복해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를 경우 대상이 되는 효

과 전체를 다시 처리하거나 반복해서 처리합니다. 효과를 반복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효과를 반복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의: 어떤 효과를 다시 처리하거나 반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6회 제한 규칙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6회 규칙은 어떤 카드를 반복해서 플레이하거나 사용할 때 적용되는 규

칙입니다. 특정 효과를 반복해서 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발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는 그 생명체도 도발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전투 중 공격 목표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도발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를 전선에 놓을 때에는 도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살짝 앞으로 밀어 놓습니다.

독성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의 공격력으로 인해 전투 중 피해를 입은 생명체는 파괴됩니다.

공격력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방어력이나 다른 효과로 막히면 독성 효과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공격력으로 인해 1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독성 효과를 처리합니다.

독성은 생명체의 공격력으로 인한 피해에 의해서만 발동됩니다. 키워드나 기타 카드 효

과로 입힌 피해에는 독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획한 앰버가 되돌려 놓일 경우, 그 앰버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어떤 카드를 마치 “내 것(유물/생명체/…)인 것처럼” 또는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사

용하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내가 그 카드를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카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의 지배권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며, 마치 그 카드를 지

배하는 것처럼 효과를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카드를 마치 “내 것(유물/생명체/…)인 것처럼” 또는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사

용하면서 그 카드를 희생시키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그 카드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

럼 지시에 따라 그 카드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게임 준비 과정에서 처음 손에 든 카드를 확인하고 나서, 각 플레이어는 원한다면 손에 

전선 한가운데에 있는 “챔피언 애너필”은 도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전선의 

다른 카드보다 살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ÆMBER:

HOUSE: UNTAMED

ART:

Leandro Franci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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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주술사

‘언테임드’ 행동 카드 1장을 플레이하고 나면, 

‘어둠의 전령’을 준비시킵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생명체

 

Forrest Ime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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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기사

도발. (이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는 스스로 도발하지 

않는 한 공격 목표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네이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들을 해하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

생명체

 

David Auden Nash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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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과학자

견제. (이 생명체는 전투에 사용될 때, 공격 목표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투: 카드 1장을 뽑습니다.

“… 내 회고록에서 이 부분은 빼야겠어.”

생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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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를 플레이하면, 그 카드의 보너스 기호는 카드가 플레이 영역

에 들어온 뒤, “플레이:” 효과나 “카드를 플레이하고 나서” 발동되는 효과보다 이전

에 처리됩니다. 

보너스 기호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 카드에 인쇄된 순서대로(위에서 아래로) 처리해

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너스 기호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너스 기호는 아래와 같이 4종류가 있습니다.

앰버(A): 앰버 1개를 얻습니다.

포획( ):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가 상대에게서 앰버 1개를 포획합니다. 이렇게 포획

한 앰버는 이 기호가 있는 생명체를 포함해 아무 우호적인 생명체에 놓아도 됩니다. 한 

카드에 이 기호가 여러 개 있다면, 포획된 앰버를 우호적인 여러 생명체에 원하는 대

로 나누어 놓아도 됩니다.

피해(D):  플레이 영역에 있는 생명체 하나에 1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를 이 기호

가 있는 생명체 자신에게 입혀도 됩니다. 플레이 영역에 적대적인 생명체가 없다면, 이 

피해는 반드시 우호적인 생명체에게라도 입혀야 합니다. 한 카드에 이 기호가 여러 개 

있다면, 그 기호들을 한 번에 하나씩 따로따로 처리합니다. 또한, 그 피해를 여러 생명

체에 원하는 대로 나누어 입혀도 됩니다. 이렇게 입히는 피해는 그 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가 입힌 피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뽑기( ): 카드 1장을 뽑습니다.

불사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불사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거나, 보관되거나, 손에 되돌

리거나, 소유자의 덱에 넣어 섞이는 등의 방법으로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사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는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 0이 되더라도 플레이 

영역에 남습니다.

열쇠를 제작하는 기본 비용은 6 앰버입니다. 이 비용은 카드 능력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변경된 비용이 현재 비용이 됩니다.

비활성화 세력은 활성화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를 수확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공급처에서 앰버 1개를 가

져와서 자기 앰버 저장소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체의 “수확:” 능력을 처리

합니다. 

(X) 습격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는 전투를 처리하기 전에 공격 목표에 X만큼 피해를 입

힙니다. 처리해야 할 다른 “전투에 사용하기 전:” 효과나 키워드들이 있다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습격과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이 피해로 공격 목표가 

파괴된 경우 나머지 전투 과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습격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가 일시적으로 또 다른 습격 키워드를 얻으면, 그 두 습격 키

워드 앞에 적힌 값을 서로 더합니다.

어떤 생명체를 승격시키는 경우, 공급처에서 1 앰버를 가져와서 그 생명체에 놓습니다.

주의: 앰버가 놓인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생명체에 놓인 앰버는 상대

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어떤 카드에 알파라고 적혀 있다면, 그 카드는 자기 차례 현재 단계에서 다른 어떤 카드

도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리지 않았을 때에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앰버는 앰버 토큰으로 표시하며 열쇠를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자기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만이 카드 효과를 처리할 때 자기 앰버 

로 간주됩니다. 

용어집 ‘포획’, ‘열쇠’, ‘수확’, ‘탈취’ 항목 참조

먼저 자기 열쇠 3개를 전부 제작한 플레이어가 즉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각 플레이어에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열쇠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카드 능력은 

열쇠의 색깔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 열쇠 중 어떤 색 열쇠가 제작한 상태인지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4쪽 “열쇠 제작하기” 참조

오메가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플레이되고 나면 게임의 현재 단계가 즉시 끝납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아무 카드도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

릴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은 처리 중인 효과와 발동된 능력을 

마저 처리합니다.

앰버를 옮기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해당 앰버를 집어 지시받은 곳(카드 위/장소)

에 옮겨 놓습니다. 이는 포획이나 탈취 또는 앰버를 잃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옮기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한 카드에 놓인 피해 토큰을 집어 다른 카드 위

에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피해 토큰이 놓이는 카드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를 방어력, 또는 피해를 막는 다른 효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체를 옮기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다른 플레이어에게 지배권이 넘어간다고 별

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지배권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해당 생명체를 옮겨야 합니

다. 생명체를 옮길 때, 전선 내에서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있도록 옮겨도 됩니다.

“우호적인”이라는 용어는 그 게임 구성물이 해당 플레이어의 지배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게임 구성물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 각 구성물이 놓인 위치가 바뀝니다.

두 생명체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 그 두 생명체는 반드시 같은 플레이어의 지배 

하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두 카드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예를 들어 플레이 영역에 있

는 카드와 손에 든 카드), 그 두 카드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바뀝니다.

매 차례 은신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가 공격 목표로 지정된 첫 회에는 이 생명체와 공격

에 사용된 생명체가 서로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은신으로는 각 생명체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만 방지되며 다른 능력이나 키워드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렇게”라는 문구의 바로 뒤에 적힌 효과는 이보다 앞서 언급된 능력을 처리하여 생

긴 결과를 의미합니다.

어떤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는 그 생명체 바로 왼쪽 또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생명체

를 뜻합니다. 

어떤 생명체에 인접하다는 말은 그 생명체의 오른쪽 바로 옆 또는 왼쪽 바로 옆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명체에 인접하게 플레이하라는 말은 그 생명체의 오른쪽 바로 

옆 또는 왼쪽 바로 옆에 플레이하라는 뜻입니다.

용어집 ‘이웃한’ 항목 참조

앰버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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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재해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가 공격받으면 그 전투를 처리하기 전에 공격하는 생명

체에 X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처리해야 할 다른 “전투에 사용하기 전:” 효과나 키워

드들이 있다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습격과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결정합니

다. 이 피해로 공격하는 생명체가 파괴된 경우 나머지 전투 과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해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가 또 다른 재해 키워드를 얻으면, 그 두 재해 키워드 앞에 

적힌 값을 서로 더합니다.

“적대적인”이라는 용어는 그 게임 구성물이 상대 플레이어의 지배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 아무 때나 자기가 지배하는 카드의 “전능:” 능력을 발

동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가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체가 가진  

“전능:” 능력을 발동할 경우,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나서 “전능:” 능력을 처리합니다.

전선은 플레이 영역에 자기가 지배하는 생명체를 한 줄로 늘어놓은 곳입니다.

6쪽 ‘생명체’ 항목 참조

전선 끝에 있는 생명체는 전선의 왼쪽 맨 끝 또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생명체를 뜻합니

다. 어떤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거나 어떤 생명체의 지배권이 변경될 때, 활성

화 플레이어가 그 생명체를 지배자의 전선 어느 쪽 끝에 놓을지 결정합니다.

전선 안쪽에 있는 생명체는 전선 끝에 있지 않은 생명체를 뜻합니다.

전선에 생명체가 하나만 있다면 그 생명체는 전선 왼쪽 끝에 있는 생명체이며 동시에 

오른쪽 끝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전선에서 어떤 생명체의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수의 생명체가 있을 때, 그 생명체를 전

선 한가운데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전선에 생명체가 홀수 개 있을 때에만 전선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

니다. 전선에 생명체가 짝수 개 있을 때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선에 생명체가 하나 

있으면 그 생명체가 전선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어떤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적대적인 생

명체 하나를 공격 목표로 선택합니다. 전투에 사용된 생명체와 공격 목표로 선택된 생

명체는 서로 자기 공격력만큼 상대 생명체에 피해를 입힙니다. “공격하는/공격한” 생

명체는 전투에 사용되는/사용된 생명체를 뜻하며 “공격받는/공격받은” 생명체는 공

격 목표로 선택된 생명체를 뜻합니다. 전투에 사용된 생명체와 공격 목표로 선택된 생

명체는 둘 다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투할 때” 등의 용어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생명체)와 전투하는 생명체”란 그 (어떤 생명체)가 참여한 전투에 같이 참여하

는 상대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전투에 사용한 생명체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 생명체의 모든 “전투:” 능력을 처리합니

다. 공격받은 생명체의 “전투:” 능력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투에 참여한 어떤 

생명체가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발동되는 지속 능력(예: 이 생명체와 전투해서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가 파괴되고 나면, …)을 가진 경우, 그 생명체가 전투가 끝나고 나서 살아

남은 경우에만 그 능력을 처리합니다. 

전투에 사용한 생명체, 또는 공격 목표로 선택된 생명체가 습격, 재해, “전투에 사용하

기 전:” 효과 등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 그 이후 진행해야 할 전투(서로가 자기 공격력

만큼 피해를 입히는 과정)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전투해서” 등의 효과에 대해 생명체

는 전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투에 사용한 생명체의 “전투:” 능력 또한 발동되

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전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투에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등의 효과는 (전투가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발동됩니다.

어떤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거나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 생명체가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더라도 전투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전투도 일반 전투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떤 카드를 제거하는 경우, 그 카드를 게임에서 치워 소유자의 이름 카드 아래에 앞면

으로 놓습니다. 제거된 카드는 게임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

습니다. 

4쪽 “열쇠 제작하기” 항목 참조

제작한 열쇠를 제작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경우, 해당 열쇠 토큰을 제작하지 않은 

상태 면으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된 열쇠는 제작하지 않은 열쇠로 간주되며,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이 열쇠를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시작할 때 자기 덱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들을 소유합니다. 카드가 

플레이되면 그 카드는 활성화 플레이어의 지배 하에 플레이 영역에 들어옵니다.

게임 중, 상대 카드의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빼앗은 카드를 내 플

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생명체의 지배권을 빼앗았다면, 빼앗은 생명체를 내 전선의 한

쪽 끝에 놓습니다. 한 카드에 그 카드의 지배권을 빼앗는 여러 효과가 중첩되었다면 그 

효과들 중 가장 최근 효과를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내 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세력에 속한 카드의 지배권을 얻으면, 그 카드를 지

배하는 동안 차례의 2단계에 그 세력을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배권이 변한 카드가 어떤 이유에서든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카드는 카드 소유자

의 비플레이 영역 중 적절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내/상대가 가진 카드” 또는 “내/상대의 카드”와 같은 문구를 해석할 때에는 그 카드

의 소유권이 아니라 지배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상대에게 앰버를 지불하는 경우, 앰버를 지불하는 플레이어의 앰버 저

장소에서 앰버를 치운 뒤,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습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다음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대에

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차례가 끝날 때 처리되는 효과는 활성화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날 때, 즉 5단계 “카드 뽑

기” 단계를 마친 후 처리됩니다.

어떤 카드를 특정 게임 영역에서 찾는 경우, 해당 영역의 모든 카드를 살펴봅니다. 상

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때, 원한다면 카드를 찾는 데에 실패했다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덱 전체를 살펴본 경우에는 살펴본 후에 반드시 덱을 다시 섞어야 합니다.

버림 더미를 살펴본 경우에는 놓여 있는 카드가 원래 순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1  열쇠 제작하기

2 세력 선택하기

3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 플레이하기, 사용하기, 버리기

4 카드 준비시키기

5 카드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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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생명체에서 그 지정을 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니

라”라는 용어를 가진 대체 효과를 통해 다른 효과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뿐입니다. 파괴

될 카드로 지정된 생명체를 치유해도 지정을 무를 수는 없습니다. 파괴될 카드로 지정

된 생명체를 다른 비플레이 영역(손 또는 보관 영역)으로 특정 효과를 통해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효과를 처리할 때 그 생명체를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어떤 카드의 “파괴됨:” 능력으로 인해 다른 카드들이 파괴되는 경우, 그 카드들도 파괴

될 카드로 지정되며, 그 카드들의 “파괴됨:” 능력 또한 이번에 파괴된 모든 카드들이 

버림 더미에 놓이기 전에 발동됩니다. 즉, 모든 “파괴됨:” 능력이 완전히 처리되기 전

까지는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그 어떤 카드도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미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생명체는 희생하거나 파괴할 카드로 선택할 수 없습니

다. 이미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카드를 파괴될 카드로 다시 지정할 수 없으며 그 카

드를 파괴하거나 희생하는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즉, 그 카드의 “파괴됨:” 능력은 한 

번만 발동됩니다.

어떤 카드가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면, 그 순간 그 카드가 가지고 있던 “파괴됨:” 능력

만 발동됩니다. 이미 지정된 이후에 “파괴됨:” 능력을 얻더라도, 이것은 발동되지 않

습니다. 

희생된 카드도 파괴된 카드로 간주됩니다. 희생된 카드도 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어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예: 단의 전선 한가운데에 “아르키메데스”(‘아르키메데스’에 이웃한 각 생명체는 “파

괴됨: 이 생명체를 보관합니다.”를 얻습니다.)가 있고 좌우에 네 생명체가 있습니다. 

상대가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디스로 가는 관문”을 플레이합니다. 우선 단과 상대

의 모든 생명체가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르키메데스에 이웃한 생

명체의 “파괴됨:” 능력이 발동되어 그 카드들이 보관됩니다. 그 카드들이 있던 자리는 

옆에 있던 다른 생명체를 옮겨 즉시 채워집니다. 이로 인해 아르키메데스에 새로 이웃

한 생명체가 생겼고, 이 생명체들 또한 아르키메데스로 인해 “파괴됨:” 능력을 얻지만, 

이들은 이미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아르키메데스와 그 생명체들은 버림 더미에 놓입니다.

예: 에밀리의 플레이 영역에 “서기 파비안”(공격력 3), 2 피해가 놓인 “순교자 듀마”(공

격력 3, 파괴됨: 다른 우호적인 각 생명체를 완전히 치유하고 카드 2장을 뽑습니다.), 1 

피해가 놓인 “사령관 라미엘”(공격력 3)이 있습니다. 상대가 각 생명체에 2 피해를 입

히는 “맹독의 소용돌이”를 플레이합니다. 이 피해로 인해 “순교자 듀마”와 “사령관 라

미엘”이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순교자 듀마”의 “파괴됨:” 능력이 발동되어 “서

기 파비안”과 “사령관 라미엘”이 치유됩니다. “서기 파비안”은 피해가 완전히 치유된 

채로 플레이 영역에 남습니다. 하지만 “사령관 라미엘”은 이미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었

기 때문에 “순교자 듀마”와 함께 버림 더미에 놓입니다. 

예: 마커스의 플레이 영역에 “불사조의 심장”이 놓인 “그로긴스”가 있습니다. 상대인 

자넬의 플레이 영역에는 “영혼지기”가 놓인 “기계화된 악마”, “질투”, “집요하게 기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커스가 “기계화된 악마”를 공격 목표로 하여 “그로긴스”를 전

투에 사용하여 “기계화된 악마”가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기계화된 악마”에 적

혀 있던 “파괴됨:” 능력과 “영혼지기”로 인해 얻은 “파괴됨:” 능력이 동시에 발동됩니

다. 마커스는 먼저 상대가 자기 앰버 1개를 탈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배

하는 가장 공격력이 높은 생명체인 “그로긴스”를 파괴하게 합니다. “그로긴스”가 파괴

될 카드로 지정되자, “불사조의 심장”으로 인해 얻은 “파괴됨:” 능력이 발동되어 “그

로긴스”를 마커스의 손에 되돌리고 다른 각 생명체에 3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로 인

해 “질투”와 “집요하게 기어오는 것”도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

이 영역에 남아있는 파괴된 생명체들을 그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활성화 플레이어(마

커스)가 정한 순서로 놓습니다.

앰버를 포획하는 플레이어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서 앰버를 가져와서 자기가 지배

하는 생명체에 놓습니다.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플레이어들은 포획된 앰버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앰버가 놓인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앰버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앰버를 포획한 생명체에 그 포획된 앰버를 놓습니다.

특정 카드 능력으로 인해 플레이어가 체인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인을 얻으

면 얻은 체인 수만큼 체인 트랙에서 체인 마커를 전진시킵니다.

체인을 하나라도 가진 플레이어가 손에 카드를 보충할 때 자기 손에 든 카드 수가 보충 

한도보다 적어서 카드를 뽑는 경우, 체인 트랙에 표시되어 있는 만큼 카드를 적게 뽑습

니다. 그러고 나서, 체인 마커를 1칸 후퇴시켜 체인을 1개 버립니다.

1~6 체인  카드를 1장 적게 뽑습니다.

7~12 체인: 카드를 2장 적게 뽑습니다.

13~18 체인: 카드를 3장 적게 뽑습니다.

19~24 체인: 카드를 4장 적게 뽑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덱으로 인해 핸디캡으로 체인을 얻었다면, 게임 준비 과정에

서 처음 손에 카드를 뽑을 때에도 그 체인에 해당하는 만큼 카드를 적게 뽑습니다. 그러

고 나서, 체인을 1개 버립니다.

8쪽 ‘체인’ 항목 참조

어떤 생명체를 치유하는 경우, 그 생명체에서 정해진 개수만큼 피해 토큰을 치웁니다.

어떤 생명체를 완전히 치유하는 경우, 그 생명체에서 모든 피해 토큰을 치웁니다.

원하는 생명체를 선택해 치유하는 경우 아무 생명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

지 않은 생명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에서 피해 토큰을 하나라

도 치우지 않은 경우, 그 생명체는 “치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앰버를 탈취하는 경우, 탈취된 앰버는 상대 앰버 저장소에서 치워진 뒤, 탈취 능력을 처

리하는 플레이어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상대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보다 많은 앰버를 탈취하는 경우, 앰버 저장소에 놓인 

만큼만 탈취합니다.

특정 카드에는 게임 구성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나 종이 조각, 플라스틱 칩 등을 이용해 그런 토큰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 토큰들에 관

한 규칙은 규칙서에 없습니다. 해당 토큰이 언급된 카드에 그 토큰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되어 있으며 그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해당 토큰

이 게임에 사용됩니다.

- 파멸 토큰

- 분열 토큰

- 성장 토큰

특성은 카드를 분류하는 속성(“기사”, “돌연변이”, “장소” 등)으로 카드의 글 상자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특성 자체에는 정해진 효과가 없지만, 일부 카드 능력을 처리할 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카드가 카드 능력으로 인해 파괴될 때, 또는 생명체가 자기 공격력 이상 피해를 입

어 파괴될 때, 해당 카드는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며 그 카드에 “파괴됨:” 능력이 있다

면 그 능력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지정된 카드는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입니다. 카드 여러 장이 동시에 파괴될 카드로 지정되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그 카드

들에 적힌 “파괴됨:” 능력의 처리 순서를 결정합니다. 파괴될 카드로 지정된 모든 카드

들은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이게 될 때 동시에 놓이며, 이렇게 놓이는 카드들을 버림 

더미에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는 활성화 플레이어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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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플레이어가 이번 차례에 선택한 세력이 활성화 세력입니다.

매 차례, 활성화 플레이어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세 가지 세력 

중에서 하나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카드 능력으로 인해 플레이어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세력 이외의 세력에 속한 카드를 지배하게 된 플레이어는 그 

카드를 지배하는 동안 해당 세력을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차례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세력이 두 개 이상 배정된 플레이어는 그 세력 중에서 원하는 세

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 차례를 진행하는 플레이어가 활성화 플레이어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

기 차례가 끝날 때까지, 카드 능력을 처리하고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결

정을 내립니다. 

카드 아래쪽 수집 번호 옆에 희귀도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카드의 희귀도는 

덱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에서 해당 카드가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결정하는 요소

입니다. 스페셜 카드는 등장 빈도가 일반적인 희귀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등장 빈도

의 양상이 다른 카드들과 다릅니다.

어떤 카드를 희생하라는 지시에 따르는 경우, 해당 카드를 플레이 영역에서 버려야 합

니다. 

카드가 희생되면 그 카드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카드에 “파괴됨:” 능력이 있다

면 그 능력이 발동됩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카드는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플레이:” 능력을 가진 카드가 플레이되면 해당 능력이 발동됩니다. 생명체나 유물, 업

그레이드 카드인 경우 그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가고 나서 해당 능력을 처리합니

다. 행동 카드인 경우, “플레이:” 능력을 처리하고 나서 즉시 그 카드를 소유자의 버

림 더미에 놓습니다.

어떤 능력이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카드를 ‘플레이’하도록 하는 경우, 그렇게 플레이된 

카드의 “플레이:” 능력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플레이 영역에 놓’도록 하는 경우, 그 카

드의 “플레이:” 능력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떠나는/벗어나는(손으로 되돌아가거나, 덱으로 되돌아가거

나, 파괴되거나, 버려지거나, 보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그 카드에 놓인 앰버를 제외

한 모든 토큰을 공급처로 치우고 그 카드에 부여된 모든 업그레이드를 버립니다. 또한, 

그 카드에 적용되던 모든 한시적 효과가 만료됩니다. 플레이 영역을 떠나는 것과 벗어

나는 것에 효과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카드가 플레이 영역에서 비플레이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카드가 상대에게 비공

개되는 경우(손, 덱, 보관 영역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카드와 관련하여 아직 처리

되지 않은 효과는 그 효과가 해당 비플레이 영역에서 영향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어떤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때 그 카드가 생명체라면 그 카드에 놓인 앰버는 상

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그 카드가 생명체가 아니라면 그 카드에 놓인 앰버는 

공급처에 되돌려놓습니다.

어떤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때 카드 효과에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그 카드는 항

상 소유자의 적절한 비플레이 영역에 놓입니다. 

어떤 효과를 처리하는 도중에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효과의 나머지 부

분에서 방금 플레이 영역을 벗어난 그 카드를 참조할 때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기 이전 

상태를 참조합니다.

예: ‘코드 원숭이’에는 “플레이: 이웃한 각 생명체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생명

체들의 세력이 서로 같다면, 2 앰버를 얻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관한 두 생명

체 중 하나가 특정 카드 효과에 의해 세력이 바뀌어 있었다면, 두 생명체의 세력이 서

로 같은지 확인할 때 보관한 이후의 세력이 아니라 보관하기 이전의 세력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생명체에 피해 토큰을 놓아서 그 생명체가 입은 피해를 표시합니다. 자기 공격력 이상

의 피해를 입은 생명체는 파괴됩니다. 생명체가 입은 피해로 인해 그 생명체의 공격력

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효과 하나로 인해 생명체 여러 개가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

해는 동시에 입습니다.

피해와 전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7쪽 참조

어떤 카드 능력은 “이번 차례가 끝날 때까지”, “내 다음 차례가 시작될 때까지”와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한시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시적 효과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 효과처럼 유지됩니다. 한시적 효과는 그 효과

를 발동시킨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합니다.

플레이 영역에 놓인 카드에 영향을 주는 한시적 효과는 정해진 기간 동안 플레이 영

역에 있는 모든 카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 카드들이 언제 플레이 영역에 들어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차례에 “행동:” 능력을 발동하려면 활성화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카드를 소진시

키고 나서 그 능력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생명체에 피해를 입히는 능력이 추가로 “확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를 입는 

생명체에 인접한 각 생명체가 확산 피해를 입습니다.

커먼

언커먼

레어

스페셜



16<키포지> 규칙서

<키포지> 게임 디자인: Richard Garfield 

확장 게임 디자인 및 개발: Brad Andres, Aaron Haltom, Daniel Schaefer 

제작: Jason Walden 

픽션: Daniel Lovat Clark 

편집: Andreas Wolfsteller 

검수: Molly Glover 

카드 게임 매니저: Jim Cartwright 

확장 그래픽 디자인: Caitlin Ginther, Nate Carnahan, Neal W. Rasmussen 

그래픽 디자인 총괄: Joseph D. Olson 

그래픽 디자인 매니저: Christopher Hosch 

표지 그림: David Kegg 

미술 감독: Crystal Chang, Preston Stone 

미술 감독 매니저: Tony Bradt 

기술 구현: Evan Hall, Lukas Adrian Peregrine 

품질 보증 총괄: Andrew Janeba, Zach Tewalthomas 

생산 관리: Jason Glawe 

시각 표현 감독: Brian Schomburg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 John Franz-Wichlacz 

제품 개발 부사장: Chris Gerber 

게임 디자인 담당 이사: Nate French 

스튜디오 대표: Andrew Navaro 

한국어판 번역 및 편집

총괄 및 검수: 이상민

번역 및 교정: 김남광, 신윤문

편집: 김근배, 이준우

Ryan Alexander, Jayson Burns, Brooks Clark, Amy Claxton, David Claxton, Jacob Claxton, Mallorie Coan, Bryden Cole, Don Cox, Micah Crosley, Tori 

Dismukes, Trey Dismukes, Ira Fay, Charlie Fiddler, David Gagner, Chelley Henry, Jeff Henry, Teri Sue Hitchcock, Marty Hoppock, Nicholas Johnson, 

Hyungmin Kang, George Keagle, Erik Kemnitz, Ben Kline, Joe Kell, Matt Lansdowne, Brett Leeson, Kortnee Lewis, Scott Lewis, Tobin Lopes, Zachary 

Lopes, Chris Mayfield, Ben-Jammin Miller, Noel Miller, Robert Nelson, Chase Peterson, Gcaro Veneroso Rocha Silva, Marlus Clayton de Oliveira Rocha 

Silva, Ben Rothman, Jason Scarrow, Asher Stuhlman, Colleen Tanyag, Zach Tedford, Peter Yang, Noah Young, Ryan Young, Frances Zeller

※ <키포지>는 ASMODEE NORTH AMERICA와의 계약에 따라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한국 내 독점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 본 게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이브다이스(www.divedice.com)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10

전화: 031-965-7455

팩스: 031-965-7466

www.koreaboardgames.com

www.divedice.com

www.FantasyFlightGames.com

4 2020 Fantasy Flight Games. The Unique Game logo is TM of Fantasy 

Flight Games. Keyforge, Fantasy Flight Games, and the FFG logo are 

7 of Fantasy Flight Games. Gamegenic is TM & 4 Gamegenic GmbH. 

Fantasy Flight Games is located at 1995 West County Road B2, Rose-

ville, Minnesota, 55113, USA, 651-639-1905.



17<키포지> 규칙서

 
선장 밸 예리코 (집단 변이 336)

기존 - 내 차례 동안, ‘선장 밸 예리코’가 내 전장 한가운데에 있다면,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 1장을 플레이해도 됩니다.
변경 - 내 차례 동안, ‘선장 밸 예리코’가 내 전선 한가운데에 있다면,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 1장을 플레이해도 됩니다.

사이버 복제 생명체 (집단 변이 102)

기존 -  행동: 다른 생명체 하나를 제거합니다. ‘사이버 복제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을 떠날 때까지, 그 제거된 생명체와 공격력이 같아지고 그 제거된 생명체가 가진 방어력, 

키워드, 특성을 얻습니다.

변경 -  플레이: 다른 생명체 하나를 제거합니다. ‘사이버 복제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을 떠날 때까지, 그 제거된 생명체와 공격력이 같아지고 그 제거된 생명체가 가진 방어력, 

키워드, 특성을 얻습니다.

고통 반응 (집단 변이 026)

기존 - 플레이: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에 2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로 그 생명체를 파괴하면, 그 생명체에 이웃한 각 생명체에 2 피해를 입힙니다.

변경 - 플레이: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에 2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로 그 생명체를 파괴하면, 그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난 뒤에 그 생명체에 이웃한 각 생명체에 2 피해를 

입힙니다.

어깨 뒤에 숨은  자 (집단 변이 257)

기존 - ‘어깨 뒤에 숨은 자’가 피해를 입힐 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1A를 탈취합니다.

변경 - ‘어깨 뒤에 숨은 자’가 피해를 입히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A를 탈취합니다 

 

제가 시작 플레이어이고 첫 번째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스타 얼라이언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하고 “실험 대상 커비”를 플레이하여 플레이 영역에 놓았습

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례 규칙(5페이지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례에 또 다른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차례 규칙은 카드 효과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대상 커비”를 플레이하면 이번 차례에 또 다른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 플레이어이고 첫 번째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스타 얼라이언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하고 “정찰대원 피트”를 플레이하여 플레이 영역에 놓았습

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례 규칙(5페이지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의 효과를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차례 규칙은 플레이어가 손에 든 카드를 1장만 플레이하거나 1장만 버리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덱과 같은 다른 게임 영역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찰대원 피트’의 “플레이:” 능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체인이 2개이고 손에 든 카드는 7장입니다. 제가 카드 뽑기 단계를 진행할 때. 1 체인을 없애나요?

아니요, 이번 카드 뽑기 단계에 체인을 없애지 않습니다. 카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인으로 인해 뽑는 카드 장수가 줄어드는 때에만 체인을 없앱니다(8쪽 ‘체인’ 항목 참조). 

현재 손에 든 카드가 이미 7장이고, 따라서 체인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를 더 뽑지 않기 때문에, 체인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체인이 2개이고 손에 든 카드는 5장입니다. 제가 카드 뽑기 단계를 진행할 때, 1 체인을 없애나요?

네. 이번 카드 뽑기 단계에 1체인을 없앱니다. 카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인으로 인해 뽑는 카드 장수가 줄어드는 때에만 체인을 없앱니다(8쪽 ‘체인’ 항목 참조). 현재 손에 

든 카드가 5장뿐이므로, 손에 들 카드를 더 뽑아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체인 때문에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카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인으로 인해 카드를 뽑지 못했으므

로 1 체인을 없앱니다.

제 앰버 저장소에 앰버가 1개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번 차례에 로고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하고 제 전선에 있는 “로봇 북턴”을 수확에 사용했습니다. 이

때 제 덱 맨 위 카드가 “트루바루”였다면 저는 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트루바루”를 플레이하려면 반드시 앰버 3개를 잃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의 앰버 저장소에 잃을 앰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트루바루”는 플레이되지 않고 원래 

영역(이 경우 덱 맨 위)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전선에는 “유노이아”가 있고, 상대의 전선에는 “티탄 기술자”가 있습니다. 제가 “유노이아”를 전투에 사용해서 “티탄 기술자”를 공격했고, 그 결과 두 생명

체가 모두 파괴되었으면, 이때 “유노이아”의 능력이 발동되나요?

아니요. 발동되지 않습니다. “유노이아”의 능력이 발동되려면 “유노이아”가 반드시 플레이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유노이아”와 공격 목표가 전투 중에 둘 다 파괴되었다면, 이 파

괴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유노이아”는 능력이 발동되기 전에 파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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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선에는 우호적인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상대 전선에는 적대적인 생명체가 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우호적인 생명체가 없어도 제가 “숲에서 길

을 잃다”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최대한 많은 부분을 처리’ 규칙(7쪽 참조)에 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은 무시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다” 역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최대한 처리하면 되므로, 당신의 전선에 우호적인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상대의 전선에 적대적인 생명체가 둘 이상 있다면, 적대적인 생명체만 해당 덱에 섞어넣게 될 것입니다.

제 전선에 소진된 우호적인 생명체가 하나 있고, 상대의 전선에는 적대적인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 때, 제가 “강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당신의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가 “강타”의 효과로 인해 준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선에 적대적인 생명체가 없으면 그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생

명체는 준비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체를 (기본 규칙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면) 전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화”를 사용해서 적대적인 ‘돌연변이’ 생명체 하나를 제거했고, 그 뒤에 상대의 덱 맨 위 카드를 버렸더니 “트루바루”가 버려졌습니다. 상대가 소비할 

수 있는 앰버가 없으면 그 “트루바루”는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상대의 전선에 놓입니다. 이때 “트루바루”는 플레이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영역에 놓’입니다. 플레이 영역에 놓일 때는 그 카드에 적힌 플레이 시의 제한은 무시됩

니다. 따라서 상대가 앰버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 “트루바루”는 상대의 전선에 놓이게 되며, 이때 상대는 가진 앰버를 잃지도 않습니다.

제가 “긴 팔 가보스”를 전투에 사용해서 ‘은신’ 키워드가 없는 생명체를 공격할 때, “긴 팔 가보스”의 “전투에 사용하기 전:” 능력으로 ‘은신’ 키워드가 있는 생

명체를 선택하면 선택된 생명체는 ‘은신’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나요?

네. ‘은신’ 키워드는 그 생명체가 전투 중 공격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방지하는 키워드입니다. “긴 팔 가보스”는 ‘은신’ 키워드를 가진 그 생명체를 직접 공격

한 것이 아니므로, ‘은신’ 키워드로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긴 팔 가보스”를 전투에 사용해서 ‘은신’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를 공격할 때, “긴 팔 가보스”의 “전투에 사용하기 전:” 능력으로 ‘은신’ 키워드가 없는 생

명체를 선택하면 선택된 생명체는 피해를 입나요?

네. ‘은신’은 그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가 공격력으로 인해 직접 받는 피해만 방지하는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다른 생명체가 입는 피해는 ‘은신’ 키워드로 인해 방지되지 않습니다.

제 전선에 “영혼지기”가 부여된 공격력이 2인 생명체가 있고, 상대의 전선에는 공격력이 6인 생명체와 5인 생명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때 제가 “오팔의 기

사”를 플레이하면, 적대적인 생명체가 둘 다 파괴되나요? 아니면 공격력이 6인 생명체만 파괴되나요?

공격력이 6인 생명체만 파괴됩니다. “영혼지기”의 능력은 파괴된 생명체가 실제로 플레이 영역을 떠나기 전에 발동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괴 효과는 (이미 파괴될 카드로 지정

되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격력이 6인 생명체를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앰버를 3개 가진 상태에서 “돈자루”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면 3 피해를 여러 생명체에 나눠서 입힐 수 있나요?

네. “돈자루”는 내가 가진 “각” 앰버마다 피해를 1씩 입히는 카드이므로, 이 피해를 나눠 입힐 수 있습니다.

제 상대가 “디스의 그림자”를 플레이해서, 제 다음 차례에 제 생명체의 글 상자가 빈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테러닥틸”을 플레이하면, “테러닥틸”

은 기절 상태로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나요?

네. “디스의 그림자”는 플레이 영역에 놓인 생명체에만 영향을 줍니다. “테러닥틸”의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기절 상태로 들어옵니다.”는 플레이 영역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지에 간섭하므로, “디스의 그림자”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 효과가 먼저 처리됩니다.

 

제 상대가 “디스의 그림자”를 플레이했고, 제 손에는 ‘알파’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호박새” 등)가 둘 있습니다. 제 다음 차례에 이 생명체 둘을 모두 플레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알파’는 손에 든 카드를 플레이하기 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생명체 하나를 플레이했다면, 설령 그 글 상자가 빈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알파’ 키워드가 있

는 생명체는 같은 단계에는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제 상대가 “디스의 그림자”를 플레이했고, 제 손에는 ‘오메가’ 키워드가 있는 생명체(“스키슈노” 등)가 있습니다. 제가 “스키슈노”를 플레이하고 나서도 다른 

카드를 더 플레이할 수 있나요?

네. “스키슈노”를 플레이하고 나서도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카드가 플레이된 뒤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입니다. “스키슈노”는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디스의 그림자”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로 인해 ‘오메가’ 키워드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관 가버널”의 효과는 전투에 사용된 생명체가 파괴되고 나서도 처리되나요?

네. “부관 가버널”의 효과는 그 생명체가 파괴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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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환경 방호복”의 효과는 정확히 언제 처리되나요?

“외계 환경 방호복”의 효과는 행동 카드 1장이 플레이되고, 그 카드의 보너스 기호가 처리되고 난 뒤, 행동 카드가 “플레이되고 나면” 처리되는 다른 효과와 같은 순간에 처리됩니

다. 단, 활성화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행동 카드의 “플레이:” 효과를 처리하기 전에 “외계 환경 방호복”의 효과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일당백”을 플레이했을 때, 매번 서로 다른 생명체를 준비시켜서 전투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하는 효과는 반드시 3번 모두 한 생명체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공격력이 0이 된 생명체는 파괴되나요?

네. 생명체에 놓인 피해가 그 생명체의 공격력 이상이면 그 생명체는 파괴되므로, 생명체의 공격력이 0이 되었고, 그 생명체에 놓인 피해가 0 이상이라면 파괴됩니다.

말레피콘에 피해 보너스 기호가 있다면, 이 말레피콘을 플레이할 때 추가 피해를 입히나요?

네. 보너스 기호를 처리할 때 말레피콘은 이미 플레이 영역에 들어온 상태이므로, 말레피콘의 지속 효과가 적용되어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뼈절단기에 피해 보너스 기호가 있고, 이 보너스 기호로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했다면, 뼈절단기는 준비 상태로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보너스 기호를 처리하는 것보다 뼈절단기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이므로, 뼈절단기는 소진 상태로 놓입니다.

자연의 은총 카드에 적힌 ‘각 보너스 기호’는 카드에 인쇄된 모든 보너스 기호를 말하나요? 아니면 ‘강화’ 키워드로 인해 추가된 보너스 기호만을 의미하나요?

모든 보너스 기호를 의미합니다. 강화 키워드로 인해 추가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있는 앰버 보너스 기호 또한 보너스 기호에 포함됩니다.

제가 피해 보너스 기호가 있는 어깨 뒤에 숨은 자를 플레이했을 때, 그로 인해 입히는 피해는 어깨 뒤에 숨은 자가 입힌 것으로 간주하나요(그로 인해 피해를 입

히는 것이 아니라 앰버를 탈취하나요)?

아니요. 비록 어깨 뒤에 숨은 자 카드에 있는 보너스 기호로 입힌 피해긴 하지만, 이 피해는 어깨 뒤에 숨은 자와는 별개로 입힌 피해로 간주합니다.

플레이 영역에 다른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피해 보너스 기호가 있는 래드 페니를 플레이하면, 제가 래드 페니의 “플레이:” 효과로 1 앰버를 탈

취하기 전에 래드 페니가 파괴되나요?

네. “플레이:” 능력이 발동되지 않은 채로 플레이 영역을 벗어납니다.

플레이 영역에 다른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피해 보너스 기호와 뽑기 보너스 기호가 순서대로 함께 있는 래드 페니를 플레이하면, 피해 보너스 기

호로 인해 래드 페니가 파괴되므로 저는 뽑기 보너스 기호의 효과를 처리할 수 없나요?

아니요. 뽑기 보너스 기호의 효과는 여전히 처리됩니다. 카드가 한 번 플레이되면, 그 카드가 도중에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그 카드에 있는 보너스 기호를 모두 처리합니다.

제 상대가 가호 토큰이 놓이고 공격력이 1인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제가 피해 보너스 기호 2개가 연달아 있는 카드 1장을 플레이하면서 그 생명체를 파

괴할 수 있나요?

네. 보너스 기호로 입히는 각 피해는 하나하나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피해 보너스 기호로 가호 토큰을 치우고, 두 번째 피해 보너스 기호로 그 생명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대 전선에 시궁창이 둘이 서로 이웃한 상태에서 제가 공격력이 2인 생명체로 둘 중 하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시궁창이 모두 피해를 2씩 입은 채로 효과 적용이 끝납니다. 시궁창이의 지속 효과로 인한 피해는 한 번만 적용되며, 그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제 전선에 저주받은 왼손과 저주받은 오른손이 모두 있고 제 상대의 전선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없을 때, 제 상대가 생명체 하나를 플레이하면 앰버를 2개 잃나요?

네. 전선에 놓인 생명체가 하나뿐일 경우, 그 생명체는 전선 오른쪽 끝이자 왼쪽 끝에 있는 생명체이므로 저주받은 왼손과 저주받은 오른손의 효과가 모두 적용됩니다.

제가 로고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삭제됨]에 4번째 앰버를 놓았을 때, 즉시 [삭제됨]을 파괴하고 열쇠를 제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삭제됨]의 효과는 로고스를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했을 때 앰버 1개를 [삭제됨]에 놓고, 그것이 4개째 놓인 앰버라면 [삭제됨]을 파괴하면서 열쇠를 제작한다는 단일 효과

입니다. [삭제됨]의 전체 효과 중 열쇠만 제작하는 효과만 따로 분리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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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앰버 저장소에는 앰버가 1개도 없고, 제 전선에는 포의 장난꾸러기 요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 상대는 공급처에서 앰버를 포획하거나 탈취할 수 있나요?

네. 앰버를 포획/탈취할 곳이 대체 효과에 의해 앰버 저장소에서 공급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앰버 저장소에 남은 앰버가 더라도 공급처에서 앰버를 포획/탈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어력이 6 이상인 생명체로 어깨 뒤에 숨은 자를 공격했을 때, 제 상대는 1 앰버를 탈취하나요?

네. 어깨 뒤에 숨은 자의 능력은 어깨 뒤에 숨은 자가 피해를 입히려 할 때 적용되는 대체 효과로, 다른 효과(구체적으로는 방어력, 가호, 불사,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능력)에 의

해 피해가 막히더라도 대체 효과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제가 견제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로 어깨 뒤에 숨은 자를 공격했을 때, 제 상대는 1 앰버를 탈취하나요?

아니요. 어깨 뒤에 숨은 자의 대체 효과는 그 어떤 피해도 입히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견제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로 어깨 뒤에 숨은 자를 공격

하거나, 또는 은신 키워드를 얻은 어깨 뒤에 숨은 자가 매 차례 처음으로 공격받은 순간에는 앰버를 탈취하지 않습니다.

측량 카드를 플레이할 때, 확인하고 나서 버리지 않은 나머지 카드 1장은 어떻게 하나요?

덱 맨 위로 되돌려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확인하라는 효과를 적용했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그 카드를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놓으면 됩니다.

제가 흑요석 풀무를 사용하면서, 파괴할 생명체로 가호 토큰이 놓인 생명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그 생명체로 인해 열쇠를 제작하는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그 생명체는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파괴할 생명체로 선택했더라도 그로 인해 열쇠 제작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사우리안 알의 “전능:” 능력을 사용해 버린 카드 2장이 모두 사우리안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면 두 생명체 모두 플레이 영역에 놓이고, +1 공격력 토큰도 

각각 3개씩 놓이나요?

네. 쌍둥이가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2 습격 키워드를 가진 생명체에 신호용 뿔피리를 부여하고, 이 생명체로 공격력이 2인 생명체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목표가 파괴되기 전에 이 생명체에 놓인 

앰버를 공격 목표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습격은 “전투에 사용하기 전:”과 같은 순간에 효과를 적용하므로, 활성화 플레이어가 둘 중 어느 효과를 먼저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통 반응을 플레이해서 생명체 하나를 파괴하면, 이웃한 생명체에 입히는 피해는 정확히 언제 입히게 되나요? 이미 그 생명체는 플레이 영역을 벗어났는

데, 그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고통 반응은 ‘능력 하나로 인해 입히는 모든 피해는 동시에 입힌다’는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카드입니다. 첫 번째 피해로 인해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난 이후에 두 번째 피해

를 입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피해는 첫 번째 피해로 인해 파괴된 생명체가 아직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웃했던 각 생명체에 입히면 됩니다.

상대의 전선에 왼쪽부터 순서대로 공격력이 2, 3, 5, 3, 2인 생명체가 있고, 제가 강타를 플레이해서 군주 골고다를 준비시키고 공격력이 5인 적대적인 생명체

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강타의 효과로 상대의 전선 양쪽 끝에 있는 공격력이 2인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강타의 효과로 입히는 피해는 공격 목표에 이웃한 생명체입니다. 공격 목표에 이웃한 생명체는 군주 골고다의 “전투에 사용하기 전:” 효과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으므로, 

공격 목표에 이웃한 생명체에 2 피해를 입히는 효과는 처리에 실패합니다.

제가 잠에서 깬 악몽을 플레이하고 나서 플레이 영역에 있는 디스 생명체 수가 변했다면, 상대의 열쇠 비용도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나요? 아니면 제가 

잠에서 깬 악몽을 플레이했던 그 순간의 비용으로 고정되나요?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잠에서 깬 악몽의 효과는 한시적 효과로, 한시적 효과는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 효과처럼 효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플레이 영역에 일어난 변화에 따라, 

한시적 효과로 인한 영향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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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에 든 카드 수가 카드 보충 한도(기본 6장)가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체인 또는 특정 카드 효과로 인해 보충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1. 소진 상태인 자기 각 카드를 준비 상태로 되돌립니다.
4

다음 행동을 원하는 순서로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생명체, 유물, 업그레이드 카드라면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행동 카드라면 공개 

하여 플레이하고 나서 버립니다.

2. 카드에 표시된 각 보너스 기호를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 “플레이:”, “플레이하고 나서/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서” 효과 발동

1. 전투에 사용할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를 공격 목표로 선택합니다.

 » “전투에 사용하기 전:”, 습격, 재해 효과 발동

2. 전투에 참여한 생명체들이 서로 자기 공격력만큼 동시에 피해를 입힙니다.

 » “전투:”, “전투에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효과 발동

1. 수확에 사용할 생명체를 소진시킵니다.

2. 1 앰버를 얻습니다.

 » “수확:”, “수확에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효과 발동

1.“행동:” 또는 “전능:” 능력을 가진 생명체나 유물을 소진시킵니다.

2. 해당 능력을 처리합니다.

 » “사용하고 나면” 효과 발동

3

이 도표는 차례가 진행되는 순서, 그리고 게임에 자주 사용되는 주요 카드 

능력이 차례의 어떤 시점에서 발동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도표를 통해 특

정 카드 능력이 발동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차례의 각 단계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검은색으로 적혀있고 그 시점에 발

동되는 대표적인 카드 효과들은 초록색으로 적혀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같은 시점에 발동된다고 적힌 효과들끼리의 처리 순서는 활성

화 플레이어가 결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가 피해를 입히려 할 때마다 다음 

과정을 처리합니다. 

피해를 방지하는 각종 효과를 처리합니다.

가호 토큰이 놓여 있다면 가호 효과를 처리합니다.

남은 방어력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를 방지합니다.

방지하고 남은 만큼 생명체에 피해 토큰을 

놓습니다. 피해 토큰이 그 생명체의 공격력 수치 

이상으로 놓이면 그 생명체는 파괴될 카드로 

지정됩니다. 

하나 이상의 카드가 파괴될 때마다 다음 과정을 처리합니다.

파괴될 카드를 지정합니다.

» “파괴됨:” 효과 발동

지정된 각 카드를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습니다. (전선에 있던 생명체가 

파괴되면 즉시 그 생명체가 있던 자리를 전선 양쪽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이어 붙여 메웁니다.)

» “생명체가 파괴되고 나면” 효과 발동

1. 활성화 세력을 선택합니다.

 » “활성화 세력을 선택하고 나면” 효과 발동

2. 자기 보관 영역에 있는 카드를 전부 손에 들어도 됩니다.

2

1. 열쇠를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작할 수 있다면, 현재 제작 비용만큼 앰버를 소비하고 열쇠를 1개 제작합니다.

    자기 열쇠 3개가 전부 제작한 상태라면 즉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 “열쇠 하나를 제작하고 나면” 효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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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가 시작될 때” 효과 발동

 » “차례가 끝날 때” 효과 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