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집정관입니다. 어떤 자는 당신을 신처럼 경배하고, 또 어떤 자는 당신의 지혜를 칭송하

죠. 당신은 무엇이든 현실이 되는 장소, ‘크루시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 또한 누군

가에 의해 창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키포지>는 플레이어 2명이 서로 다른 집정관을 맡아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대결할 때는 각

자가 가진 집정관 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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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작하는 사람이 보물고를 열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키포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덱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게임은 트레이딩 카드 게임

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덱을 직접 만들 수 없고, 주어진 덱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모든 덱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덱입니다!

이 규칙서는 게임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게임을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찾아서 지금 당장 부딪혀 보는 겁니다! 아래에 적힌 설명에 따

라 게임을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면 규칙서 나머지 부분을 읽고 게임을 바로 시작하세요. 이 규

칙서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나 규칙은 다이브다이스(www.divedice.com)에 업로드된 전

체 규칙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플레이어는 이번 게임에서 사용할 집정관 덱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집정관 덱(이하 덱)

은 스타터 팩에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각 덱마다 그 덱을 이끄는 집정관의 이름이 적힌 ‘이름 카드’가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덱을 구성하는 모든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집정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 자기 덱의 이름 카드를 자기 앞에 놓은 다음, 자기 덱을 섞어서 이름 카드 옆에 놓습니

다. 그러고 나서, 각자 열쇠 토큰을 3개씩 가져와서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 면이 보이도록 자

기 덱 옆에 놓습니다.

앰버, 피해, 기절, 공격력, 격노, 가호 토큰을 두 사람 모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모아 둡니

다. 이곳이 공급처입니다.

무작위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한 다음, 시작 플레이어는 자기 덱에서 카드를 7장 뽑습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는 자기 덱에서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누군가 열쇠 3개를 제작할 때까지, 두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며 차례를 진행합니다. 현재 차례

인 플레이어를 활성화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아래에 적힌 다섯 단계에 걸

쳐 자기 차례를 진행합니다.

열쇠를 제작하는 기본 비용은 앰버 6개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가 자기 앰버 

저장소(이름 카드 위)에 앰버를 6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앰버 6개를 소

비해서 열쇠 하나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한 앰버를 공급처에 되돌려 놓고 나서, 제작하

지 않은 상태인 열쇠 토큰 1개를 제작한 상태인 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열쇠 개수는 매 차례마다 최대 하나입니다. 또한, 열쇠를 제작하

는 비용은 게임 진행 도중 각종 효과에 의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가

진 앰버가 열쇠를 제작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이 단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앰버 6개 소비 

열쇠 토큰 1개 
뒤집기

이름 카드에는 그 덱을 구성하는 카드들이 속해 있는 3가지 세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

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이름 카드에 표시된 3가지 세력 중 이번 차례 동안 활성화할 

세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세력을 이번 차례 동안 활성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활성

화 플레이어는 이번 차례 동안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만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릴 수 

있으므로, 활성화할 세력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덱을 구성하는 카드들이 속한 3가지 세력이

이름 카드에 표시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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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덱 맨 위에서 카드를 뽑습니다.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이미 손에 카드를 카드 보충 한도 

이상 들고 있다면, 이때 카드를 뽑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아야 하는데 덱에 

남은 카드가 없다면, 그 플레이어는 자기 버림 더미를 섞어서 새로 덱을 만든 다음, 부족한 만

큼 마저 뽑습니다.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자기 이름 카드 위에 열쇠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앰버를 가지

고 있다면, 이때 “체크!”라고 말해서 다음 자기 차례에 열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립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상대에게 차례가 넘어가고, 상대는 활성화 플레이어가 되어 1단계부

터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차례를 구성하는 단계 중 가장 주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2단계에서 선택한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손에서 버리는 것을 원하는 순서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효과가 허용하는 카드 또한 마찬가지로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손에서 버

릴 수 있습니다.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사용하거나, 버리는 것과 관련된 규칙은 이 규칙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시작 플레이어의 첫 번째 차례에 한해서, 시작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단 

1장만 플레이하거나 손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플레이 영역에 소진 상태로 놓인 자기 카드를 모두 준비 

상태로 되돌립니다.

카드는 플레이 영역에 준비 상태나 소진 상태로만 놓일 수 있습니다. 각종 효과가 허용하지 않

는 한, 카드를 사용하려면 그 카드가 준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는 소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카드 준비시키기” 단계는 소진 상태인 자기 카드를 다

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 상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보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차례 흐름과 보너스 기호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열쇠 제작하기

세력 선택하기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 

플레이하기, 사용하기, 버리기

카드 준비시키기

카드 뽑기

A

R

by RICHARD GARFIELD
자기 차례의 3단계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는 활성화 세력에 속한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플레

이할(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한 카드는 플레이 영역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플레이 영역에 놓인 카드를 

버리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보관하거나, 덱에 넣거나, 손에 들면 그 카드는 플레이 영

역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카드에는 왼쪽 위에 보너스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를 플레이할 때, 그 카드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가장 먼저 그 카드에 있는 각 보너스 기호의 효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너스 기호는 아래와 같이 4종류가 있습니다.

앰버 (A): 앰버 1개를 얻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이유로든 앰버를 
얻을 때마다, 그 앰버를 해당 플레이어의 앰버 저장소(이름 카드 위)

에 놓습니다.

포획 (PT):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가 상대에게서 앰버 1개를 
포획합니다(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 1개를 가져와 해당 생명체에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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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R): 카드 1장을 뽑습니다.

일부 카드에는 굵은 글씨체로 “플레이:”라 적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를 플레이하면, 

우선 보너스 기호의 효과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 카드의 플레이 능력을 처리합니다.

생명체나 유물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소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는 각

종 효과가 허용하지 않는 한, 플레이한 차례에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덱은 행동 카드, 유물, 업그레이드, 생명체라는 4종류의 카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 종류마다 플레이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약간 다릅니다.

행동 카드: 행동 카드를 플레이하면, 활성화 플레이어는 그 카드에 적

힌 “플레이:” 능력을 처리한 뒤, 그 카드를 자기 버림 더미에 놓습니다.

유물: 유물을 플레이하면, 활성화 플레이어는 그 유물을 전선(생명체 

항목 참조) 바로 아래에 놓습니다. 유물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올 때 소

진 상태로 들어오고, 플레이된 뒤에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

로 남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플레이할 때, 활성화 플레이어는 생명체 하

나를 선택해서 해당 업그레이드를 그 생명체에 부여합니다(효과가 가려

지지 않도록 생명체 아래에 약간 어긋나게 겹쳐 놓습니다). 업그레이드

는 플레이된 뒤에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해당 업그레이드가 부여된 카드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부여된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카드에 부여

된 업그레이드를 버립니다.

<키포지> 스타터 팩 

빠른 시작 규칙서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 

열쇠 토큰
이름 카드 덱

이 게임의 목표는 상대 플레이어(이하 상대)보다 먼저 열쇠(열쇠 토큰으로 표시) 3개

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제작하지 않은 상태인 열쇠 토큰 3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열쇠 하나를 제작하면, 열쇠 토큰 1개를 제작한 상태인 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자기 차례를 시작할 때 앰버를 6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 플레이어

는 반드시 가진 앰버를 소비해서 자기 열쇠 하나를 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열쇠 3개를 모두 제작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작하지 않은 상태 제작한 상태

준비 상태

Grigory Serov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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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PTDR 강화.

내가 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 1장을 플레이하고 나면, 

차례가 끝날 때까지 ‘적응체’는 +2 방어력이나, 2 습격, 

또는 “전투: 1A를 탈취합니다.” 중 하나를 얻습니다.

생명체

소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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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토큰 앰버 토큰 공격력 토큰 격노 토큰  가호 토큰기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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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명체는 “파괴됨: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대적인 생명체를 파괴합니다.”를 얻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영혼지기”를 
생명체 “어둠 속에 숨는 자”

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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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에 있는 앰버 기호 
개수만큼 앰버를 얻습니다. 
이 카드를 플레이하면 앰버 

1개를 얻습니다.

Mariana Ennes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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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플레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합니다.

“저 째깍이는 소리는 뭐지?” 

- 길 잃은 루카스 로렌스

 

생명체행동 카드 유물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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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na Ennes 008

©
20

20
 F

F
G

행동

플레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합니다.

“저 째깍이는 소리는 뭐지?” 

- 길 잃은 루카스 로렌스

 

Liiga Smilshkalne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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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아이템

행동: 생명체 하나를 격노시킵니다.

이 악기의 불쾌한 마찰음은 마치 음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와도 같다.

 

Grigory Serov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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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명체는 “파괴됨: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대적인 생명체를 파괴합니다.”를 얻습니다.

업그레이드



생명체: 생명체를 플레이하면, 그 생명체는 소진 상태로 전선에 들어옵니다. 전선은 플레이 영

역 중 각 플레이어 앞에 생명체를 일렬로 늘어놓는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생명체를 플

레이할 때는 항상 그 생명체를 자기 전선의 한쪽 끝(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 중 한 곳)에 놓아

야 합니다. 생명체는 플레이된 뒤에도 버려지지 않고 플레이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해당 전선 양쪽에 있던 생명체들을 이어 붙여서 빈자리 

를 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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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하고 싶지 않은 카드를 손에서 없애고, 차례의 5단계에

서 새 카드를 뽑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덱 옆에 버림 더미로 사용할 공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언제든, 또 어떤 이유에

서든 상관없이, 버려진(또는 파괴된) 카드는 그 카드의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앞면으로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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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기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수확, 행동 능력 발동, 전투라는 3가지 목적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

그레이드와 유물은 보통 그 카드에 적힌 능력을 처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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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체를 수확에 사용하면 그 생명체는 소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체의 지배자

는 공급처에서 앰버 1개를 얻습니다. 또한 추가로, 그 생명체에 “수확:” 능력이 있다면 해당 효

과를 모두 처리합니다.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자기 카드에 “행동:” 능력이 있다면, 그 카드를 사용하면

서 해당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카드를 소진시키면서, “행동:”에 이어서 적힌 

효과를 처리합니다.

소진 상태인 카드의 “행동:” 능력은 발동시킬 수 없습니다.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자기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하면 그 생명체는 소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체의 지배자

는 상대가 지배하는 생명체 중 하나를 공격 목표로 선택해서 공격합니다(공격 목표로 선택할 

수 있는 적대적인 생명체가 없다면 생명체를 전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투할 때, 두 생명체(전투에 사용된 생명체 및 공격 목표로 선택된 생명체)는 자기 공격력만큼 

서로에게 피해(아래 항목 참조)를 입힙니다. 전투로 인한 피해는 두 생명체가 동시에 입습니다.

전투를 처리하고 나서, 전투에 사용된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체

에 “전투:” 능력이 있다면 해당 효과를 모두 처리합니다.

생명체가 어떤 이유로든 피해를 입으면, 입은 피해만큼 공급처에서 피해 토큰을 가져와 그 생

명체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입은 피해의 총합이 그 생명체의 공격력 이상이면, 그 

생명체는 파괴되어 소유자의 버림 더미에 놓입니다. 일부 생명체에는 방어력이 배정되어 있

습니다(카드 이름 오른쪽 방패 모양 칸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방어력은 그 생명체가 입는 

피해를 매 차례마다 방어력 수치만큼 막아줍니다. 방패 모양 칸에 “~”라고 적혀 있는 경우, 

그 생명체에는 방어력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시: 인경은 이번 차례에 사우리안 세력을 활성화하면서, ‘백부장 테로’(6 공격력)를 전투에 

사용했습니다. 인경은 ‘백부장 테로’를 소진시키고 상대의 전선에 있는 ‘열쇠지기’(2 공격력)

를 공격 목표로 선택했습니다. ‘백부장 테로’는 ‘열쇠지기’에 6 피해를 입혔고, ‘열쇠지기’는 

‘백부장 테로’에 2 피해를 입히려고 하지만, ‘백부장 테로’의 1 방어력으로 인해 1 피해만 입

혔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두 생명체가 입은 피해만큼 해당 카드에 피해 토큰을 동시에 올려놓

습니다. ‘열쇠지기’는 공격력이 2인데 총 6 피해나 입었으므로 파괴됩니다. ‘열쇠지기’의 소유

자는 파괴된 ‘열쇠지기’를 자기 버림 더미에 놓습니다. ‘백부장 테로’는 1 피해를 입은 채로 인

경의 전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정관 덱을 구성하는 카드를 살펴보면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항

목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 도중에 마주칠 수 있는 개념이나 용어, 키워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찾을 수 없는 개념은 다이브다이스 (www.divedice.com)에 업로드

된 전체 규칙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호 상태가 되면, 그 생명체에 가호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가호 토큰이 놓인 생명

체가 피해를 입어야 하거나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명체에 놓

인 가호 토큰을 치웁니다.

이미 가호 토큰이 놓여 있는 생명체에는 추가로 가호 토큰을 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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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인해, 그 카드가 포함된 집정관 덱을 구성하는 카드에 해당 강화 효과에 해당하는 보

너스 기호가 무작위로 나뉘어 추가됩니다(이 효과는 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처리되었

습니다).

거대 생명체는 카드 2장으로 이루어진 희귀한 생명체입니다. 거대 생명체를 이루는 두 카드 

중 1장에는 그 생명체의 그림이, 나머지 1장에는 그 생명체의 능력 등이 적힌 글 상자가 있습

니다. 거대 생명체를 플레이하려면, 플레이어는 거대 생명체를 이루는 두 카드를 모두 손에 들

고 있어야 하고, 두 카드 모두를 한 생명체로 간주하여 동시에 플레이해야 합니다. 플레이 영역

에 놓인 거대 생명체는 모든 카드 효과 및 모든 게임 효과에 대해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합니다.

생명체가 격노 상태가 되면, 그 생명체에 격노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격노 토큰이 놓인 생명체

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투에 사용해야 합니다. 격노 토큰이 놓인 생명체가 전투

에 사용되고 나면, 그 생명체에 놓인 격노 토큰을 치웁니다.

이미 격노 토큰이 놓여 있는 생명체에는 추가로 격노 토큰을 놓을 수 없습니다.

<키포지> 게임 디자인: Richard Gar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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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판 번역 및 편집

총괄 및 검수 : 권성현     번역 및 교정: 김남광, 신윤문     편집: 김근배, 이준우 

ÆMBER:

HOUSE: SAURIAN

ART:

Timur Shevtsov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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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k Name -

공룡, 병사

플레이/전투: 1A를 포획합니다.

“공화국을 위하여!”

생명체

 

방어력공격력

www.FantasyFlightGames.com

생명체에 “+1 공격력” 토큰을 놓아야 할 때는, 공급처에서 공격력 토큰 1개를 가져와 그 생명

체에 올려놓습니다. 그 생명체의 공격력은 그 생명체에 놓인 공격력 토큰 수만큼 증가합니다.

생명체가 기절 상태가 되면, 그 생명체에 기절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기절 토큰이 놓인 생명체

는 수확, 전투, 행동 능력 발동, 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절 토큰이 놓인 활성화 세력에 속한 준비 상태인 생명체를 소진시켜서 그 생명체에 놓인 기

절 토큰을 치울 수 있습니다. 만약 기절 토큰이 놓인 생명체를 다른 카드의 효과로 인해 전투, 

수확, 행동 능력 발동, 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해야 한다면, 그러지 않고 그 생명체를 소진시킨 

다음 그 생명체에 놓인 기절 토큰을 치웁니다.

생명체가 수확, 전투, 행동 능력 발동, 전능 능력 발동에 사용되지 않아도 발휘되는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그 생명체에 기절 토큰이 놓여 있어도 여전히 발휘됩니다.

공격 목표로 선택한 생명체에 기절 토큰이 놓여 있더라도, 전투에 사용한 생명체는 여전히 공

격 목표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미 기절 토큰이 놓여 있는 생명체에는 추가로 기절 토큰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 카드 옆에 보관 영역(보관한 카드를 뒷면으로 놓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둡니다. 카드 

능력을 통해서만 카드를 자기 보관 영역에 놓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의 

2단계에서 활성화 세력을 선택한 뒤, 자기 보관 영역에 놓인 모든 카드를 손에 들어도 됩니다.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는 플레이 영역에 놓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를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보

관 영역에 놓인 카드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를 보관하는 능력에 어떤 카드를 보관하는 건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

시 손에 든 카드 중에서 보관할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체를 승격시켜야 하는 경우, 공급처에서 앰버 1개를 가져와 그 생명체에 올려놓습니다.

참고: 앰버가 놓인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생명체에 놓여 있던 앰버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입니다.

활성화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 중 언제든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준비 상태인 카드의 “전능:”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의 “전능:” 능력도 발동

시킬 수 있습니다. 유물이나 생명체가 가진 “전능:” 능력을 발동시킬 경우, 그 카드는 소진 

상태가 됩니다.

제거된 카드는 소유자의 이름 카드 밑에 놓이며, 이후 절대로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특정 카드 능력의 추가 비용으로써 체인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인 트랙

과 체인 마커를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얻은 체인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플레이어가 자기 차례의 5단계에서 카드를 뽑을 때 만약 

체인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체인 트랙에서 체인 마커가 놓

인 줄(그 플레이어가 얻은 체인 수가 표시된 줄)의 가장 오른쪽 

칸에 표시된 값만큼 카드 보충 한도가 줄어듭니다(그만큼 카드

를 더 적게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적게 뽑고 나면, 그 플

레이어는 1 체인을 없앱니다(체인 마커를 1만큼 낮은 값의 칸으

로 이동합니다).

앰버를 탈취할 때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를 가져와 내 앰버 저장소에 놓습니다.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탈취할 앰버가 부족하다면, 가능한 만큼만 탈취합니다.

앰버를 포획할 때는 상대의 앰버 저장소에 놓인 앰버를 가져와 그 앰버를 포획할 생명체에 올

려놓습니다. 포획된 앰버는 어떤 플레이어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앰버를 포획하고 있는 생명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 생명체에 놓인 앰버를 상대의 앰

버 저장소에 놓습니다.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포획된 앰버는 그 앰버를 포획한 생명체에 놓습니다. <키포지> 스타터 팩 

빠른 시작 규칙서

강화: 보너스 기호가 덱을 구성하는 카드에 무작위로 나뉘어 추가되었습니다.

견제:  이 생명체는 전투에 사용될 때, 공격 목표의 공격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카드 효과에 의한 피해는 정상적으로 입습니다).

도발:  이 생명체에 이웃한 생명체는 상대가 공격 목표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단, 이웃한 생명

체 또한 도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성:  이 생명체의 공격력으로 인해 전투 중 피해를 입은 생명체는 파괴됩니다(키워드나 기타 

카드 효과로 입힌 피해에는 독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치:  배치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플레이할 때, 내 전선 한쪽 끝이 아니라 내 전선의 원하는 곳

에 놓을 수 있습니다.

(X) 습격: 이 생명체는 공격하기 전에, 공격 목표에 X 피해를 입힙니다.

은신:  매 차례마다 이 생명체가 공격 목표로 지정된 첫 회에는 이 생명체 및 이 생명체를 공격

하는 생명체가 서로의 공격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카드 효과에 의한 피해는 정

상적으로 입습니다).

(X) 재해:  이 생명체는 자기가 공격 목표로 지정될 때, 전투를 처리하기 전에 자기를 공격하

는 생명체에 X 피해를 입힙니다(“전투에 사용하기 전:”이나 습격 키워드 등의 효

과가 중복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먼저 적용할지는 활성화 플레이어가 결정합니다).

※ Google Play 및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lnc.의 상표입니다.

※ Apple 및 Apple 로고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 등록된 Apple lnc.의 상표입니다.

※ <키포지>는 ASMODEE NORTH AMERICA와의 계약에 따라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한국 내 독점 판권을 소

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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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Fantasy Flight Games. The Unique Game logo is TM of Fantasy Flight Games. Keyforge, Fantasy Flight 
Games, and the FFG logo are ® of Fantasy Flight Games. Gamegenic is TM & © Gamegenic 
GmbH. Fantasy Flight Games is located at 1995 West County Road B2, 
Roseville, Minnesota, 55113, USA, 651-639-1905.

카드의 능력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의 효과에 그 효과를 처리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체를 ‘나’로 간주하고 효과를 처

리합니다. 카드의 능력을 발동할 때는, 능력의 효과 중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처

리해야 합니다. 특히, ‘~합니다.’로 표기된 효과는 설령 자기가 손해를 보는 효과라 하더라도 처

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단, ‘~해도 됩니다.’로 표기된 효과는 처리할지 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적힌 내용이 이 규칙서에 적힌 내용과 모순될 때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우선합니다.

<키포지>는 모든 덱이 서로 다른 유니크 덱 게임(Unique Deck 

Game, UDG)입니다. 집정관 팩에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집

정관 덱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덱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팩을 개봉하는 즉시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덱이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매 게임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덱이 늘어나면 상대에 맞춰 원하는 덱으로 도전할 수 있

습니다. <키포지: 집단 변이>에 포함된 카드는 400종류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덱을 얻을 때마다 새로운 카드 조합, 그리고 그에 따

른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포지 보물고 관리자 앱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덱을 관리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아 보세요! 

크루시블 세상을 탐험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덱을 만나보거나, 각종 대회 및 

행사와 관련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포지 보물고 관리자 앱은 iOS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www.keyforgegame.com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인 트랙과 체인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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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 Krill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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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과학자

행동: 내 상대가 가진 A가 홀수 개면, 

1A를 탈취합니다.

클로드조차도 어둠의 앰버 실험이 생각대로 짝짝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체

  

Grigory Serov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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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PTDR 강화.

내가 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 1장을 플레이하고 나면, 

차례가 끝날 때까지 ‘적응체’는 +2 방어력이나, 2 습격, 

또는 “전투: 1A를 탈취합니다.” 중 하나를 얻습니다.

생명체

생명체 “적응체”가 플레이 영역을 벗어날 때, 전선 양쪽에 있던 

생명체들을 이어 붙여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Grigory Serov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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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PTDR 강화.

내가 보너스 기호가 있는 카드 1장을 플레이하고 나면, 

차례가 끝날 때까지 ‘적응체’는 +2 방어력이나, 2 습격, 

또는 “전투: 1A를 탈취합니다.” 중 하나를 얻습니다.

생명체

Hans Krill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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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과학자

행동: 내 상대가 가진 A가 홀수 개면, 

1A를 탈취합니다.

클로드조차도 어둠의 앰버 실험이 생각대로 짝짝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체

  

Grigory Serov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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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 “보물고지기”를 플레이하면서, 소진 상태로 전선의 

오른쪽 끝에 놓았습니다.

<키포지: 집단 변이> 

집정관 팩

에서
다운로드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