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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의 전투 카드 18장:
각자에게 9장씩 주어지며, 전투에 사용

특별 카드 8장:
이 카드를 사용하는 별도의 상급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판 1개

캐릭터 스탠드 18개

캐릭터 타일 18개

캐릭터 토큰 18개
드래프트 상급 규칙에서 이 토큰을 사용합니다.

요약 시트 2장

기본 게임 플레이하기

이 규칙서예서는 먼저 기본 게임의 규칙을 소개하고 뒤에, 다양한 추가

규칙을 소개합니다.

캐릭터 타일은 양면으로 되어 있고, 반지 심벌과 별 심벌이 그려져 있는

데, 기본 게임에서는 반지 심벌의 면만 사용합니다.

반지 심벌
(기본 게임)

별 심벌
(상급 게임)

게임 준비

한 사람은 원정대 플레이어가 되어 9명의 원정대 캐릭터를 사용하고, 다

른 한 사람은 사우론 플레이어가 되어 9명의 하수인을 사용합니다. 

원정대 플레이어는 밝은 색의 캐릭터 스탠드에 캐릭터 타일을 1개씩 넣

고, 캐릭터 그림이 자신의 방향으로 오게 합니다. 사우론 플레이어는 어

두운 색의 캐릭터 스탠드를 사용하고, 캐릭터 그림이 자신의 방향으로

오게 합니다. 기본 게임에서는 캐릭터 타일의 반지 심벌이 있는 면을 사

용합니다. 이 규칙서에서는 스탠드에 타일이 끼워져 있는 각 조각을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원정대 플레이어와 사우론 플레이어는 자신의 전투 카드 9장을 받습니

다. 특별 카드는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정대 플레이어는 게임판의 샤이어 방향에 앉고, 자신의 캐릭터 4명을

샤이어에 놓습니다. 그리고 샤이어 앞의 5개 지역(Arthedain, Cardolan, 

Enedwaith, Eregion, Rhudaur)에 각각 1명씩 캐릭터를 놓습니다.

사우론 플레이어는 게임판의 모르도르 방향에 앉고, 자신의 캐릭터 4명

을 모르도르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도르 앞의 5개 지역에 자신

의 캐릭터를 1명씩 놓습니다. 

게임 시작 때는 어떤 캐릭터도 게임판 가운데의 산악 지역에 놓이지 않

습니다.

각자의 캐릭터는 상대가 정체를 알 수 없도록, 캐릭터 타일을 자신의 방

향으로 해서 놓습니다. 

내용물
원정대 전투 카드 사우론 전투 카드

사우론 특별 카드원정대 특별 카드

캐릭터 토큰 캐릭터

게임판

게임 진행

사우론 플레이어가 먼저 하고, 교대로 턴을 진행합니다.

이동

자신의 턴이 되면, 자신의 캐릭터 1명을 꼭 이동 시켜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캐릭터는 인접한 앞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옆이

나 뒤로 이동할 수 없지만, 카드나 캐릭터 능력으로 이런 이동

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 게임판 가운데의 산지에서는 캐릭터 능력이나 카드 능력으로도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캐릭터 능력이나 카드

능력으로 뒤로는 갈 수 있습니다.).

- 샤이어나 모르도르에는 캐릭터가 최대 4명 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악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캐릭터가 최대 1명만 있을 수 있습

니다.

- 그 외 지역에는 각 지역에 최대 2명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이미 최대한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능력이나 카드로도 안됩니다.).

- 한 지역에 여러 캐릭터가 있을 때 상대를 혼란 시킬 목적으로, 

이 지역의 캐릭터들을 자신의 앞에 가져와서, 섞은 뒤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게임 중 특정 캐릭터의 위치가 상대

에게 알려졌을 때 유용합니다.). 

단 특수 능력에 의해 캐릭터가 공개되었을 때, 그 칸에 다른 캐릭터가

있다고 바로 다시 섞을 수는 없습니다.

- 일부 캐릭터는 특별한 이동 능력이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능력

은 이후에 다시 설명합니다. 

- 안두인 강: 원정대 플레이어는 Mirk wood에서 Fangorn으로

이동하거나, Fangorn에서 Rohan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은 강 방향을 따라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사우론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강을 따라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모리아 갱도: 원정대 플레이어는 모리아의 갱도를 통해

Eregion에서 Fangorn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반대의 이동은 게임 규칙상 후퇴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우론 플레이어의 발록 캐릭터가 갱도 가운데의

Caradhras의 칸에 있을 때 원정대가 갱도를 통한 이동을

했다면, 사우론 플레이어는 중간에 발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갱도를 지난 원정대

캐릭터는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바로 패배합니다.

사우론 플레이어는 모리아 갱도를 통해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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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캐릭터의 이동으로 인해 한 지역에 선과 악의 캐릭터가 같이

놓이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동해 들어간 캐릭터를 ‘공격하는 캐

릭터’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캐릭터를 ‘공격 당한 캐릭터’

라고 합니다. 

2명 이상의 적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공격하는

사람은 상대 캐릭터가 공개되지 전에, 어떤 캐릭터와 먼저

전투할 지 선택합니다. 전투는 다음 3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캐릭터 공개

양쪽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공개합니다.  

2. 캐릭터 특수 능력 확인

원정대 플레이어부터 전투에 참여하는 캐릭터의 특수 능력 문구를 상대

에게 읽어주고, 적용 가능한 특수 능력이 있다면 적용합니다.

몇몇 원정대 캐릭터는 전투가 시작되고, 사우론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특

수 능력을 읽기 바로 전에, 옆이나 뒤로 후퇴해 버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와르그를 만났을 때는 예외입니다.). 

후퇴할 때 적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최

대 한도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또 산악 지역에서는 옆으로 후퇴하거나, 모리아 갱도를 통해 후퇴하거나, 

안두인 강을 거슬러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원정대 캐릭터가 특수 능력으로 후퇴하면, 그 시점에서 전투는 종료되고, 

사우론 캐릭터의 특수 능력은 무시됩니다.

캐릭터 특수 능력에 의해 한쪽 또는 양쪽의 캐릭터가 패배할 수 있습니

다. 패배한 캐릭터는 게임판에서 치우고, 상대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

습니다.

3. 카드 사용

양쪽 플레이어의 특수 능력 확인과 적용이 끝난 뒤에 전투가 아직 안 끝

났다면, 양쪽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전투 카드 1장씩을

상대에게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사용하고, 동시에 카드 내용을 공개합니

다. 카드에는 전투력이 표시된 카드와 특별한 능력이 표시된 카드가 있

는데, 항상 특수 능력 문구가 있는 카드를 먼저 적용합니다. 또 양쪽 플

레이어의 카드에 모두 특수 능력 문구가 있다면 원정대 플레이어의 것부

터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진만 가능합니다.
각 칸에서 전진 가능한 칸은 2곳
입니다.

이 캐릭터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옆으로 이동해서 피할 수 있지만
이곳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옆으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모리아 갱도를 이용하면 이렇게 2칸
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두인 강이 있는 지역에는
노란색 화살표로 강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정대 캐릭터는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대한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으로는
이동도 후퇴도 할 수 없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사용한 전투 카드는 게임판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

니다. 두 사람이 사용한 카드의 내용은 게임 진행 중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어떤 카드가 남았는지 알면 더

유리합니다.

또 9장의 전투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사용한 카드 모두를 손으로 가져옵

니다. 

전투가 끝났는데, 아직도 그 칸에 선과 악의 캐릭터가 같이 있다면, 추가

로 전투를 벌입니다. 

모든 전투 처리가 끝나고, 선과 악의 캐릭터가 공존하는 지역이 없을 때, 

턴은 끝납니다.

실제로 싸웠건 한쪽이 후퇴했건 간에 전투가 끝나면, 살아 남은 캐릭터

는 상대에게 정체가 보이지 않게 돌려 놓습니다(던랜드의 까마귀 카드

같은 특별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수 능력 문구 카드

전투력 표시 카드

4. 전투력 비교

캐릭터와 카드의 문구를 모두 적용했는데도 전투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

으면 마지막으로 전투력을 비교합니다. 캐릭터의 전투력과 사용한 카드

의 전투력을 더해서, 낮은 쪽의 캐릭터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만약 합

계 전투력이 같다면 양쪽 캐릭터가 같이 패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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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은 Mirkwood에서 특수 능력으로
Fangorn으로 이동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사우론 플레이어는 공격당한 캐릭터가
쉘롭 이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양쪽 캐릭터의 특수 능력만으로는
승자가 결정되지 않아,
전투 카드를 1장씩 사용합니다.
원정대는 4를
사우론은 ‘사우론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상대 카드의 특수 능력 문구를 무효화 하는
사우론의 눈 카드는 원정대 플레이어가
전투력 카드를 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전투력 비교입니다.
아라곤은 캐릭터 전투력4+ 카드 전투력 4로
전투력 합계 8이고, 
쉘롭은 캐릭터 전투력 5로 전투력 합계 5입니다.
아라곤이 승리했고, 쉘롭은 패배합니다.

게임 종료

게임은 다음 상황이 되면 끝납니다.

1. 원정대 플레이어의 프로도 캐릭터가 모르도르가 들어가면

게임은 원정대의 승리로 끝납니다. 모르도르에 사우론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있어도 전투 없이 게임이 끝납니다.

2. 프로도를 패배시키거나, 3명의 사우론 캐릭터가 샤이어에 들어가면

사우론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납니다. 

3. 자기 턴에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는 플레이어는

즉시 게임에서 집니다.

양쪽 진영의 전략과 조건이 다르기에 좀더 공평한 게임을 위해

게임이 끝나면,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한번 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각 게임의 승자는 게임이 끝난 시점에서 남아 있는 자기 캐릭터의

개수를 자신의 점수로 하고(패자는 점수가 없습니다.) 두 번 게임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다른 규칙에서 카드 문구 적용
캐릭터 선택
던랜드의 까마귀 같은 일부 카드 문구에는 ‘캐릭터를 선택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게임판 위에 있는 캐릭터 1명을 선택한다

는 의미입니다. 

캐릭터 공개
일부 캐릭터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캐릭터의 위치를 공개해야 합

니다. 이미 위치가 공개된 캐릭터라 해도 능력 사용 때는 위치를 공개합

니다. 예를 들어 갠달프는 능력치 변경 버전의 게임에서는 자신의 위치

를 공개하고 다른 원정대 캐릭터의 전투력을 올려줄 수 있는데 이미 던

랜드의 까마귀 카드로 갠달프의 위치가 공개되어 있어도 자신의 위치를

공개합니다. 

개릭터 능력 바꿔서 하기
반지의 제왕 결투 딜럭스 에디션은 기본 규칙으로 게임을 몇 번 해보신

뒤에 게임 전략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한 다른 능력의 캐릭터들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캐릭터 타일을 별 심벌이 그려진 면으로 사용하며, 캐릭

터의 능력이 다르거나 기본 규칙과 다른 캐릭터로 게임을 합니다. 기본

규칙에서 원정대는 다양한 능력을 가졌지만 전투력에서는 사우론 진영

에게 상대가 안되었던 반면 아 규칙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전투력이 올

라가는 캐릭터가 생겨납니다. 또 사우론 진영도 다른 능력으로 싸웁니다.

위치 킹이 샤이어에 들어가면 그 즉시 사우론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때 샤이어에 원정대 캐릭터가 있어도 전투하지 않고 게임이 끝납니다.

프로도가 패배해도, 샘이 남아 있으면 원정대는 샘을 새로운 반지 보관

자로 해서 게임에서 지지 않습니다. 물론 샘마저 없으면 집니다. 또 프로

도가 패배하고, 샘이 새로운 반지 보관자가 될 때 원정대 플레이어는 샘

의 위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샘이 새로운 반지 보관자가 되었을 때, 샘이 패배하면 원정대는 게임에

서 집니다. 또 샘이 모르도르에 도착하면 모르도르에 사우론의 캐릭터가

있어도 원정대가 게임에서 이깁니다.

드래프트 게임
드래프트 게임은 기본 버전과 캐릭터 능력 변경 버전을 충분히 해보신

분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각 캐릭터 타일의 면을 기본 게

임으로 할 수도 있고, 바뀐 능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조합으로

준비합니다. 양쪽 플레이어 모두 선택이 끝나고, 캐릭터 타일이 다 끼운

뒤에 상대에게 선택한 내용을 공개한 뒤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양쪽 플

레이어는 캐릭터 토큰을 자기 앞에 놓아서, 상대가 각 캐릭터를 어느 면

으로 사용하는지 표시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게임 시작 때, 각 캐릭터의 어느 면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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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규칙의 원정대 캐릭터

피핀 (1)

피핀이 적을 공격해서 전투가 시작될 때, 

캐릭터가 공개된 시점에서 피핀은 인접한 뒤쪽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투 카드까지 사용했을 때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이동은 보통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후퇴를 하기 위해 턴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산지에서는 옆으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샘 (2)

프로도와 샘이 같은 칸에 있고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우론 플레이어가 프로도를 선택했으면, 원정대 플레이어

는 샘을 공개하고, 프로도 대신 샘을 싸우게 할 수 있습니

다. 만약 오크로부터 공격 받았을 때 프로도를 샘으로 교대하면 샘은 즉

시 패배합니다. 

샘은 프로도와 함께 있을 때 전투력이 5가 됩니다. 단 전투 때 프로도와

샘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와르그와의 전투에서는 캐릭터 능력이 무시되기 때문에 프로도와 교대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샘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또 산지에는 최대 1명의 캐릭터만 있을 수 있으므로, 산지에는 프로도와

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프로도 (1)

프로도가 공격을 받아 전투가 시작될 때, 

캐릭터가 공개된 시점에서 프로도는 인접한 옆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투 카드까지 사용했을 때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이동은 보통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후퇴를 하기 위해 턴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산지에서는 옆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메리 (2)

메리가 적과 싸울 때 공개된 상대가 위치 킹이면

카드 사용 없이 전투는 메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갠달프 (5)

갠달프가 적과 싸울 때 사우론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먼저 내야 합니다. 원정대 플레이어는

사우론 플레이어의 카드를 보고 어떤 카드를 사용할 지

정합니다(사우론 플레이어의 카드를 본 뒤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아도

원정대 플레이어는 카드 1장을 써야 합니다.).

사우론 플레이어가 마법 카드를 썼다면, 마법 카드로 대체하는 카드까지

선택한 다음 원정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냅니다.

아라곤 (4)

아라곤은 적을 공격할 때에 한해 앞, 뒤, 옆 어느 방향의

인접한 적 캐릭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라곤의 능력은 전투 이전에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상대가 와르그일 때도 싸울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하는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레골라스 (3)

레골라스가 적과 싸울 때 공개된 상대가 플라잉 나즈굴

이면 카드 사용 없이 전투는 레골라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김리 (3)

김리가 적과 싸울 때 공개된 상대가 오크라면

카드 사용 없이 전투는 김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보로미르 (0)

보로미르가 적과 싸울 때, 양쪽 캐릭터는 모두 패배합니다.

단 상대 캐릭터가 와르그일 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정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보로미르가 모리아의 갱도를 건널 때 발록을 만났다면, 발록의 능력

은 전투 없이 적을 패배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로미르 혼자 패배합니

다.

원정대 전투 카드의 특수 능력

마법(magic)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 카드를 버리고,

대신 이미 사용한 카드 중 1장을 골라

그 카드로 대신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우론 진영의 카드에도 있는데,

양쪽 플레이어가 동시에 마법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우론 플레이어가 먼저 대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고귀한 희생(noble sacrifice)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투하는 양쪽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동시에 패배합니다(자폭).

하지만 사우론 플레이어가 후퇴 카드를 썼을 경우는

양쪽 캐릭터 모두 패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쪽 플레이어의 카드는 버려집니다.).

엘프의 망토(elven clock)

이 카드를 사용하고 사우론 플레이어가 전투력 카드를

쓰면 사우론 플레이어의 전투력 카드 숫자는

무시합니다.

또 사우론 플레이어가 마법 카드를 쓰고 전투력 카드로

대체해서 낸 경우에도 전투력 카드 숫자는 무시합니다.

후퇴: 뒤로(retreat: backward)

원정대 플레이어는 전투하는 캐릭터를 뒤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사우론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이나, 원정대

캐릭터가 최대 한도만큼 놓인 지역으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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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록 (5)

원정대 캐릭터가 모리아 갱도를 통해 이동할 때,

발록이 그 중간의 Caradhras에 있다면,

발록은 갱도 중간에 발록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갱도를 지난 원정대 캐릭터를 전투 없이 패배 시킬 수 있습니다(작전 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록의 능력으로 보로미르를 다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발록의 능력으로 패배한 원정대 캐릭터는 Fangorn에 도착하기 전에

패배한 것이므로 Fangorn에 있는 사우론 캐릭터의 정체는 공개하지 않

습니다.

쉘롭 (5)

Gondor 이외의 지역에서 쉘롭이 원정대 캐릭터를

패배 시키면 쉘롭은 즉시 Gondor로 돌아갑니다.

만약 Gondor에 원정대 캐릭터가 있거나, 또는 2명 이상의

사우론 캐릭터가 있다면 쉘롭을 돌아갈 곳이 없어져 즉시 패배합니다.

위치 킹 (5)

위치 킹은 공격할 때에 한해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치 킹이 옆으로 이동해서 프로도를 공격하면,

프로도는 위치킹이 원래 있던 옆 칸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

다(단 여기에 다른 사우론 캐릭터가 있다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플라잉 나즈굴 (3)

플라잉 나즈굴은 원정대 캐릭터 1명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은 비행으로 보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 옆 칸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기본 규칙의 사우론 캐릭터

블랙 라이더 (3)

블랙 라이더는 공격할 때에 한 해

앞으로 여러 칸이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랙 라이더는 이미 최대 한도만큼 사우론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이나 원정대 캐릭터가 있는 곳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사루만 (4)

사루만이 적과 싸우고 있고, 능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 전투 카드를 사용할 때,

사우론 플레이어는

‘둘 다 전투 카드 사용하지 말고 전투하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능력 변경 버전의 아라곤은 이 사루만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이때는 원정대 플레이어가 아라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

사우론 플레이어가 사루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크 (2)

오크가 원정대 캐릭터를 공격하면, 그 턴의 첫번째 공격일

경우 전투에서 바로 승리합니다. 

단 그 지역에 있는 다음 캐릭터와의 전투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오크는 김리를 공격했다면 무조건 지고, 보로미르를 공격했다면 같이 패

배합니다. 오크가 프로도를 공격했다면, 프로도가 옆으로 이동하는 능력

이 먼저 발동되어 프로도가 먼저 이동해 버리고 오크의 능력은 무시됩니

다. 비슷한 상황으로 원정대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의 군주 바이

하르를 사용했을 때도 원정대 캐릭터가 먼저 피할 수 있습니다.  

오크가 첫번째로 스미골을 공격했고, 그 지역에 다른 원정대 캐릭터가

없다면 스미골은 인접 지역의 원정대 캐릭터로 전투할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오크가 바뀐 캐릭터를 먼저 공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오크의 능력은 오크가 공격했을 때만 해당되며, 원정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싸웁니다.

와르그 (2)

와르그는 전투에서 원정대 캐릭터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단 기본 규칙 아라곤의 이동 능력은 전투 이전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Fangorn에서 싸울 때 전투력 6이 되는 트리비어드도 Fangorn에 있는

와르그를 공격할 때는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후퇴: 옆으로(retreat: sideways)

사우론 플레이어는 전투하는 캐릭터를 옆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원정대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있는 지역이나, 사우론

캐릭터가 최대 한도만큼 놓인 지역으로는 후퇴할 수

없으며, 산악에서도 옆으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마법(magic)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 카드를 버리고,

대신 이미 사용한 카드 중 1장을 골라

그 카드로 대신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원정대 진영의 카드에도 있는데,

양쪽 플레이어가 동시에 마법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우론 플레이어가 먼저 대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사우론의 눈(eye of Sauron)

이 카드를 사용하고, 원정대 플레이어가 특수 능력

카드를 사용했다면, 원정대 플레이어가 사용한

특수 능력 전투 카드는 능력 없이 버려집니다. 

원정대 플레이어가 전투력 카드를 썼다면

이 카드는 아무 효과 없이 버려집니다.

케이브 트롤 (9)

케이브 트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사우론 플레이어의

전투 카드는 무시됩니다. 하지만 무시되더라도 사우론

플레이어는 카드를 써야 합니다.

사우론 전투 카드의 특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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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능력치의 원정대 캐릭터
프로도 (1)

프로도와 싸우는 사우론 캐릭터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또 이 버전의 프로도는 패배하더라도 반지 보관자를

샘으로 바꾸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샘 (1)

샘이 공격 당했을 때, 샘의 기본 전투력은 공격한

사우론 캐릭터의 기본 전투력과 같아집니다. 

또 변경 버전에서 다른 캐릭터가 싸울 때 전투력을

올려주는 갠달프의 능력도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엘론드 (3)

엘론드가 싸울 때 사우론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사우론의 눈과 마법 카드의 효과는 무시됩니다.

갠달프 (5)

산악 지역을 포함한 갠달프가 있는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원정대 플레이어는 갠달프의 위치를

공개하고, 대신 전투하는 캐릭터의 전투력을 1 높일 수 있

습니다. 사루만이나 변형 아라곤의 능력으로 인해 카드 사용이 금지되더

라도, 이 갠달프 능력은 사용 가능합니다.  

갠달프의 능력은 와르그와 싸울 때는 발휘되지 않으며, 갠달프가 공격할

때와 갠달프가 공격당할 때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라곤 (4)

아라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원정대 플레이어는

‘둘 다 전투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트리비어드 (4)

트리비어드는 Fangorn에서 싸울 때 전투력이

6으로 변합니다. 또 Fangorn에 사우론 캐릭터 1명이

있다면, 트리비어드는 Fangorn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르 (3)

파라미르가 적을 공격할 때, 캐릭터가 공개되고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파라미르는 옆 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이동은 보통의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테오덴 (2)

테오덴은 Rohan 또는 Gondor에서 싸울 때

전투력이 4가 됩니다.

스미골 (0)

스미골이 공격을 받았고, 그 지역에 다른 원정대 캐릭터가

없을 때에 한해 원정대 플레이어는 스미골과 인접 지역의

원정대 캐릭터를 스미골과 위치를 바꿔 대신 전투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에는 바뀐 캐릭터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이 능력은 카

드 사용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스미골이 산악 지역에 있을 때, 인접한 산악 지역의 원정대 캐릭터와 위

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경 능력치의 사우론 캐릭터
우르크하이 (4)

우르크하이는 앞으로 몇 칸이든 이동해서

빈 칸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전투 카드 사용 이전에 사용해야 하며, 보통 이

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 이동 중에 이미 캐릭터 한계 만큼 캐릭터가

놓인 지역과 원정대 캐릭터가 놓인 지역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위치 킹 (2)

위치 킹이 샤이어에 들어가면, 사우론 플레이어가 즉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사루만 (3)

사루만이 갠달프와 싸우게 되었을 때, 사루만은

카드 사용 전에 갠달프를 패배시킵니다. 또 사루만이

전투할 때, 사우론 플레이어는 원정대의 카드가 공개됐을

때 다른 카드로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지 않아

도 됩니다. 단 카드가 1장 뿐일 때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루만 능력에 의해 원정대 플레이어가 카드를 바꿀 때 이전 카드는 다

시 손으로 돌아갑니다.

오크 (3)

오크가 공격할 때에 한해 오크의 전투력은 6이 됩니다.

웜텅 (-1)

이 캐릭터는 패배했을 때 게임판에서 사라지지 않고,

뒤로 후퇴합니다. 단 후퇴할 지역에 원정대 캐릭터가

있거나 이미 사우론 캐릭터가 한계 만큼 놓여져

후퇴가 불가능하다면 이 캐릭터는 제거됩니다.

사우론의 입 (3)

사우론의 입이 전투를 벌일 때 사우론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4 카드’로 바꿔서 전투할 수 있습니다.

4 카드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했던 카드를 버리고

버려진 4 카드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4 카드가 손에 있었다면,

사용한 카드를 손으로 돌리고 4 카드를 대신 사욜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버전 아라곤이 전투 카드를 쓰지 말자고 하면 사우론의 입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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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카드를 사용하는 규칙
이 게임에는 8장의 특별 카드가 존재하며, 그 중 4장은 원정대를 위한 카

드, 나머지 4장의 사우론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은 게임 중 언제나 사

용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한 뒤에는 버려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카드는 게임 시작 전에 전체 카드 중 2장씩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서로 몇 장씩 사용할 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플레

이어와 초보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초보자가 더 많은 카드를 가

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카드의 규칙은 다른 모든 규칙보다 앞서며, 카드나 캐릭터 능력에

서 말하는 카드라는 문구는 전투 카드에만 해당할 뿐 특별 카드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감시자 (6)

감시자는 한번 정체가 공개되면, 그 뒤에는

정체가 공개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감시자는 사우론 플레이어의 후퇴나 모르도르로 송환 같은 카드에

의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때도 정체는 계속 공개되어야 합니다.      

플라잉 나즈굴 (5)

플라잉 나즈굴은 한 지역을 뛰어넘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최대 수치만큼 캐릭터가 놓인 곳이나

원정대의 캐릭터가 있는 칸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섀도우 팍스 (기본 게임)

원정대 플레이어의 턴에 아직 말을 이동하기 전에

이 카드를 쓰고 원정대 캐릭터를 1칸 이동시킬 수 있

습니다. 단 이동 불가능한 곳이나 전투가 벌어지는 이

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를 쓰고 안두인 강을 따

라 가거나 모리아 갱도를 지날 수 있으며, 모리아 갱

도를 지날 때 발록에 의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뒤에는 이 카드 효과로 이동한 캐릭터

를 정상적으로 한번 더 움직입니다(카드 효과로 이동

한 캐릭터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흰색의 갠달프 (기본 게임)

사우론 플레이어가 턴을 마쳤을 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카드를 사용한 즉시 원정대 플레이어의

턴이 끝납니다.

패배했던 갠달프가 Fangorn에서 되살아 납니다.

단 이 카드는 Fangorn에 원정대 캐릭터가 2명 있거나

사우론 캐릭터가 Fangorn에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왕의 계시

사우론 플레이어가 턴을 마쳤을 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카드를 사용하고 아라곤의 정체를 밝힌

뒤에 원정대 플레이어는 사우론 캐릭터 1명을 선택합

니다. 이제 사우론 플레이어는 꼭 이 캐릭터를 움직여

야 합니다. 정체가 발각된 감시자는 이 능력으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아라곤이 이미 패배해서 게임판에서 치

워져 있다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군주 과이히르

이 카드는 전투에서 캐릭터가 공개된 뒤에 캐릭터 능

력이 발동되기 직전에 쓸 수 있으며, 이 카드를 쓰면

원정대 캐릭터를 옆 또는 뒤로 1칸 움직입니다.

한편, 이 카드는 와르그와의 전투에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원정대 측 특별 카드

사우론 측 특별 카드

팔란티르 신석(기본 게임)

사우론 플레이어의 턴에 샤이어를 제외한 지역 하나

를 정하고 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지역의 원정대 캐릭

터들은 정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턴을 마칠 때까지 원

정대 플레이어는 이 캐릭터들을 섞을 수 없습니다.

모르도르로 소환(기본 게임)

이 카드는 원정대 플레이어의 턴이 끝난 직후 사용하

며 이 카드 사용 즉시 턴이 끝납니다. 이 카드를 쓰면

게임판 위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사우론 캐릭터 하나

를 모르도르로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도르의 어둠

사우론 플레이어의 턴에 아직 말을 이동하기 전에

이 카드를 쓰고 사우론 캐릭터를 1칸 이동시킬 수 있

습니다. 단 이동 불가능한 곳이나 전투가 벌어지는 이

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뒤에는 이 카

드 효과로 이동한 캐릭터 이외에 다른케릭터를 정상

적으로 한번 더 움직입니다.

던랜드의 까마귀

이 카드는 원정대 플레이어의 턴이 끝난 직후에 사용

하며, 이 카드를 쓰고 난 뒤 바로 턴을 넘겨야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원정대 게임판의 캐릭터를

1명 선택하여 정체를 공개하게 합니다. 공개된 캐릭

터는 게임 끝날 때까지 공개됩니다.

이 캐릭터가 갠달프일 경우 이후 이 갠달프가 한번 패

배해서 사라진 뒤 흰색의 갠달프로 다시 태어나면 던

랜드의 까마귀 효과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한글 번역과 편집: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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