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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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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내 거
리는 거리를 측정하는 모델 기지
의 가장 가까운 점 사이를 인치(“)
로 측정합니다. 모델의 기지가 없
다면 모델의 가장 가까운 점 사이
를 대신 측정하십시오. 

부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는 항상 각 부대의 가장 가까운 
모델을 사용하여 부대끼리 얼
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십
시오. 예를 들어 부대가 다른 부
대로부터 12인치 내에 있다면 
한 부대의 어떤 모델이 다른 부
대의 어떤 모델로부터 12인치 
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칙

다음 규칙은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
그마(Warhammer Age of Sigmar) 게
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
다. 우선 전장을 준비하고 요새 미니
어처의 군대를 소집해야 합니다. 전
투는 일련의 전투 라운드에서 치러지
며, 각 플레이어는 돌아가며 자신의 
군대를 이동하여 전투합니다.

전투 전략
전투하기 전 사용할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투 전략에서 각 군대가 전
투할 전장, 전투에 적용되는 모든 특
별 규칙, 그리고 (가장 중요!) 승리하
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11에서 전투 전략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투 스크롤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내 요새 
미니어처는 ‘모델’로 부릅니다. 각 
모델에는 전투 스크롤이 있고, 게임
에서 모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
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13~14에서 전투 스크롤에 관해 더 자
세히 알아보십시오. 일부 모델은 편
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편대들
은 추가 규칙을 알려주는 전투 스크
롤 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지 
15에서 전투 스크롤 대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군대
워해머 오브 시그마 게임의 각 플레
이어는 군대를 지휘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군대를 소집할 수 있
으며, 내 컬렉션에서 원하는 만큼 많
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하려는 모델이 많을수록 게임을 오래 
플레이할 수 있으며 더 흥미진진해집
니다. 일반적으로 한 측에 약 미니어
처 100개가 있는 게임은 저녁 내내 즐
기실 수 있습니다.

내 군대의 모델은 아군 모델로 부르
며, 상대측 군대의 모델은 적군 모델
로 부릅니다. 규칙에서 규칙이 ‘모
델’ 또는 ‘부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군 또는 적군이라고 명시하지 않
았다면  어느  측이든  모든  모델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대
모델은 부대 단위로 전투합니다. 부
대에는 모델이 1개 이상 있을 수 있지
만, 서로 다른 전투 스크롤을 사용하
는 모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대
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배치되어 모든 
종류의 행동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모델은 부대 내의 다른 모델 적어도 1
개로부터 가로 1인치, 세로 6인치 반
경에 있어야 합니다. 

부대가  차례  교체  시  분열되면  모
델 은  전 투  내  모 델  그 룹 이  1 개
만  남 을  때 까 지  부 대 에 서  제 거
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5의  부대 
분열을 참조하십시오).

가끔 부대에서 모델 전체를 배치하는
데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 배치할 수 없는 모델은 모
두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투 도구
전투하려면 거리 측정에 필요한 눈
금자, 테이프와 주사위가 필요합니
다 .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에
서는 육면체 주사위를 기준으로 사
용합니다(가끔 D6으로 표기됨). 일
부 규칙은 2D6, 3D6 등과 연관됩니
다. 이러한 경우 주사위를 전부 던
져 결과를 모두 더하십시오. 규칙에
서 D3을 던지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
져 합계를 반으로 나누고 올림 하십
시오. 규칙에서 예를 들어 3개 이상의 
주사위를 던지라 한다면 이는 주로 
3+로 표기됩니다.

격투, 고결함과 광기로 가득한 전쟁과 죽음의 세계에 뛰어드십시오. 강한 전사, 몬스터와 공성 병기의 힘을 지휘하여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에서 전투를 벌이십시오. 강력한 마법을 이용하고, 수많은 화살로 허공을 가득 채워 피로 물든 
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십시오.

다시 던지기
일부 규칙에서는 주사위를 다시 던
지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주사위 일부 또는 모두 다
시 던질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 여
러 주사위를 던진 후 더해서 얻은 합
계를 다시 던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예: 2D6, 3D6 등), 달리 명시되지 않
는  한  모든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
다.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것은 1번
만 할 수 있으며, 주사위에 수정 장
치가 적용되기 전에 다시 던져야 합
니다(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수정
되지 않은’ 주사위 결과와 연관됐다
면 수정 장치 적용 전까지 다시 던진 
결과를 따릅니다.

추가 던지기
가끔 규칙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추가
로 주사위를 던지라고 할 때도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각 플레이어가 주
사위를 던진 후 가장 많은 눈이 나온 
사람이 이깁니다. 같은 눈이 나왔다
면 다시 던집니다. 어떤 플레이어도 
추가 던지기 중 다시 던지거나 주사
위 결과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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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의  모
든 게임은 전장에서 진행됩니다. 모
델이 설 수 있는 모든 평평한 곳, 예
를  들어  식탁이나  바닥  등이  전장
이 될 수 있습니다. 4제곱피트 이상 
이라면 어떤 크기나 형태의 공간이 
라도 가능합니다.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세트의 
모델로 전장의 모습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형 특성이라고 부르
며 이는 군대를 구성하는 모델과 차
별화하기 위함입니다. 지형 특성들은 
전투가 시작되고 군대가 배치되기 전
에 전장에 배치됩니다.

전투에서의 지형 특성을 얼마나 많
이  사용하는지는  크게  상관없습
니다 .  전장에서  4제곱피트마다  지
형 특성을 적어도 1개 배치하는 것
을  추천합니다 .  군대가  이동해야 
할 지형 특성이 많을수록 전투가 더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해집니다. 

전투 시작
전투  전략을  선택하고  전장이  준
비되었다면  본격적인  전투에  앞
서  군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  전투
하기  전에  군대를  배치하고 ,  장군
을 선택한 후 사전 전투 능력을 사용 
해야 합니다.

군대 배치 
군대  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하는  전투  전략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능력을 사용하여 부대를 전장 
이외의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상대측에게 부대
를 배치한 곳을 말하고 전장에 바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계속 배
치하십시오 .  오른쪽에서  알  수  있
듯이 예비 부대로 추후 사용될 것입 
니다.

장군 선택
모든 부대를 배치했다면 장군으로 사
용할 모델 1개를 지명하십시오.  장군
이 죽었다면 군대에서 장군으로 사용
할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모든  전투  스크롤에는  스크
롤이  설명하는  모델에  적용
되는  키워드  목록이  있습니
다. 키워드는 규칙에서 키워드 
볼드체로 표시됩니다.

가끔  키워드는  규칙과  연관
됩니다(또는  규칙에서  ‘태그
를  답니다’). 예를  들어 ,  규칙
에서 규칙이 ‘모든 명령 모델’
에  적용된다고  할  수도  있습
니다 .  이는  전투  스크롤에  명
령  키워드가  있는  모델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비 부대
예비 부대는 내 군대의 일부지
만, 전장 외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전투가 시작된 후 예비 부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대 
배치는 부대 이동으로 간주하
지는 않지만, 동일한 차례에서 
부대 이동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배치되지 않은 예비 부대는 전
투에서 이긴 측을 정할 때 모두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부대의  모든  모델은  부대  내의  다른  모델  적어도  1개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어야  합니다 . 불멸의  폭풍  전사의  이  
부대  리더는  위와  같이  배치될  수  없으며 , 부대  내의  다른  모델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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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단계

영웅 단계
주문을 시전하여 영웅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동 단계
전장에서 
부대를 이동하십시오.

총격 단계
미사일 
무기로 공격하십시오.

공격 단계 
부대로 
전투에서 공격하십시오.

전투 단계 
근접전 무기로 
맹렬히 공격하십시오.

전투 위기 단계 
피해당한 부대의 
사기를 시험하십시오.

1
영웅 단계
전투 스크롤에 있는 많은 능력
을 영웅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군대의 마법사들
(Wizards)은 이 단계에서 주문을 시
전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8 참조). 

지휘 능력
내 군대에 영웅 (Heroes)이 있다
면 지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휘 능력은 오른쪽의 세 경우
와 같이 모든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
지만 ,  일부는  특정  모델에만  한정
되며 전투 스크롤에 표시됩니다. 이
러한 지휘 능력 중 일부는 해당 모
델이 장군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지휘 능력에 관해 
규칙에서 언급됩니다.

지휘 능력을 사용하려면 지휘 포인
트 1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
어는 자신의 군대에 있는 각 전투 스
크롤 대대에 대해 지휘 포인트 1점을 
사용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또한, 
각 영웅 단계를 시작할 때 지휘 포인
트 1점을 획득합니다. 지휘 포인트가 
충분한 한 같은 단계에서 같은 지휘 
능력을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용하지 않은 지휘 포인트는 다
음 차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

휘 능력은 주로 언제 사용되는지를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웅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더블 룰: 이 지휘 능력은 플레이어
가 아군 영웅에게서 6인치 또는 장군
인 아군 영웅에게서 12인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에 대해 달리기 주사
위를 던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달리기 주사위의 눈은 
6으로 간주합니다.

승리를 향하여: 이 지휘 능력은 플
레이어가  아군  영웅에게서  6인치 
또는 장군인 아군 영웅에게서 12인
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에 대해 공
격 주사위를 던진 후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격 주사위를 
다시 던지십시오.

존재의 영감: 이 지휘 능력은 전투 
위기 단계의 시작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아군  영웅에
게서 6인치 또는 장군인 아군 영웅
에게서  12인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를  선택하십시오 .  해당  부대
는 단계에서 전투 위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 라운드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전투는 
일련의 전투 라운드에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플레이어마다 한 번씩 
두 차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플레이
어가 차례를 끝내면 두 번째 플레이
어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도 차례를 끝내면 전투 라운드가 끝
나고 새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각  전투  라운드  시작  시  플레이어
들은 추가로 주사위를 던져서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할 플레이어를 정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눈이 나왔다
면 이전 전투 라운드에서 먼저 시작
한 플레이어가 순서를 정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첫 전투 라운드인 경우 
군대 배치를 먼저 끝낸 플레이어가 
순서를 정합니다.

정신없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포효하는 전사들이 공격하고 공격받으며 적을 액스와 소드로 격파합니다. 달려오는 기
사들의 말발굽 소리로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궁수는 적에게 화살 세례를 퍼붓고, 몬스터들은 위협적인 손톱이 달린 
주먹으로 적들을 날려버립니다. 

1

2

3

4

5

6



42 이동 단계
이동 단계를 시작하려면 내 부

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모델을 다 이동할 때까지 해당 부대 
내 각 모델을 이동하십시오. 그 후 원
하는 모든 부대를 다 이동할 때까지 
이동할 다른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각 이동 단계에서 한 부대는 두 
번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동
모델을 이동하여 전장의 모델 위치
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델들은 이동 
단계, 공격 단계와 전투 단계에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능력으
로 모델을 다른 단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델을 이동할 때마다 어떤 방향이
나 방향 조합으로든 이동할 수 있지
만, 다른 모델이나 기지, 전장 가장
자리를 가로지를 수 없습니다. 이동
이 끝나면 모델을 회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
델이 이동하는 거리는 출발 위치로
부터 가장 멀리 이동하는 모델 기지
의 부분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회
전 포함). 모델의 기지가 없다면 출발 
위치로부터 가장 멀리 이동하는 모
델의 아무 부분이나 사용하여 이동 
거리를 측정합니다. 

부대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모든 종
류의 행동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모

델은 부대 내의 다른 모델 적어도 1
개로부터 가로 1인치, 세로 6인치 반
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
시오.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형 위에서의 이동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델은 지형 
특성 위로 이동할 수 있지만,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즉, 모델은 벽이나 나
무를 통과할 수는 없지만, 올라타거
나 뛰어넘을 수는 있습니다). 

모델은 수직으로 이동하여 지형 특
성을  올라타거나  건널  수  있습니
다. 이동의 일부로 위/아래의 수직 
거리를 측정합니다.

일반 이동
이동 단계에서의 이동은 일반 이동으
로 부르며 이는 공격 이동(공격 단계
의 이동) 및 돌격 이동(전투 단계의 이
동)과 차별화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이동을 하는 모델은 전투 스크롤에 표
시된 이동 특성 (Move) 이하의 인치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군 부대 및 후퇴
모델을  일반  이동했을  때 ,  이동의 
어떠한  부분도  적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경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경에서 일
반 이동하는 부대는 정지하거나 후

퇴해야 합니다. 부대가 후퇴한다면 
적으로부터 3인치 반경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모든 적군 부대로부터 3
인치 이상의 이동을 완료해야 합니
다. 후퇴하는 부대 모델들은 총격하
거나 동일한 차례에서 추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
일반 이동을 위해 부대를 선택했다면 
달릴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부대에 대해 달리기 주사위를 던지십
시오. 해당 이동 단계에 대해 부대 내 
모든 모델의 이동 특성에 달리기 주
사위의 결과를 추가하십시오. 이후 
부대가 해당 거리만큼 인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부대 모델들은 
총격하거나 동일한 차례에서 추후 공
격할 수 없습니다.

비행
모델에 관한 전투 스크롤에서 모델이 
비행할 수 있다고 했다면 모델은 모
델과 지형 특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
럼 지나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
행하는 모델의 이동 측정 시 위/아래
의 모든 수직 거리는 생각하지 않습
니다. 다른 모델의 위에서 이동을 완
료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사의  경은  12인치의  이
동  특성을  지닙니다 . 2인치  높
이의  낮은  벽에  닿는데  4인치
를  이동합니다 .  벽을  넘으려
면  4인치를  이동해야  하며 (위
로  2인치 , 아래로  2인치 ) 벽  너
머에서  최대  4인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4"

4"

2" 2"



5 3 총격 단계
총격  단계에서는  미사일  무

기로 무장한 모델을 사용하여 총격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부대의 각 모델은 무
장한 모든 미사일을 사용하여 공격
합니다(다음 장의 ‘공격’을 참조하
십시오). 달리거나 후퇴하는 모델들
은 동일한 차례에서 총격할 수 없습
니다. 부대 내 모든 모델이 총격한 후
에는 원하는 모든 부대가 다 총격할 
때까지 총격할 다른 부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군 부대
부대는 적이 3인치 반경에 있을 때 
총격할 수 있지만, 3인치 반경에 있
는 적군 부대에게만 총격할 수 있습
니다 .  부대는  다른  아군  부대로부
터 3인치 반경에 있는 적군 부대에
게 벌칙을 받지 않고 총격할 수 있습 
니다.

조심하십시오!
공격 타겟이 모델 3개 이상이 있는 적
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경에 있는 영
웅인 경우, 미사일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던진 타격 주사위에서 1을 빼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규칙은 타겟 
영웅이 몬스터(Monster)인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격 단계
공격 단계에서 적으로부터 12

인치 반경에 있는 모든 내 부대는 공
격 이동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적합
한 부대를 선택하여 부대에 대해 2D6
로 공격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부대
의 각 모델은 공격 주사위 결과와 같
은 인치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
레이어는 동일한 차례에서 앞서 달렸
거나 후퇴한 부대를 공격 이동할 수 
없으며, 적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경
에 있는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이동하는 부대에서 이동할 첫 
번째 모델은 적군 모델으로부터 ½인
치 반경에서 이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격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공격 타

겟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지킬 수 없거나 공격 이동을 하지 않
기로 했다면 공격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대 내 모든 모델이 이 단
계에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 부대의 모든 모델이 공격 이동했
다면, 원하는 모든 부대가 다 공격 시
도할 때까지 다른 적합한 부대를 선
택하여 공격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전투 단계
전투 단계에서 플레이어들은 

차례를 시작한 플레이어부터 차례대
로 전투할 부대를 선택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전투에 적합한 부대
를 선택하거나 패스해야 합니다(군
대에 전투에 적합한 부대가 있다면 
패스할 수 없습니다). 부대는 적군 부
대로부터 3인치 반경에 있거나 동일
한 차례에서 공격 이동한 경우에 전
투할 수 있습니다. 각 전투 단계에서 
한 부대는 두 번 전투할 수 없습니다. 

전투할 부대를 선택했다면 우선 돌
격한 후, 부대 내 모델들이 공격합 
니다.

패스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전투 또는 패스 옵션이 상대측에게 
돌아갑니다. 두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패스하면 전투 단계가 끝납니다.

돌격
부대는  적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
경에 있거나 동일한 차례에서 공격 
이동한  경우에  돌격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대 내 각 모
델을 3인치 반경에서 이동할 수 있
습니다. 각 모델은 적어도 이동 시
작 시와 같이 가장 근접한 적군 모
델에  가깝게  각자의  돌격  이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투
부대의  각  모델은  무장한  모든  근
접전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해야 
합니다(‘공격’을 참조하십시오).

6 전투 위기 단계
전투 위기 단계에서 두 플레이

어는 동일한 차례 동안 죽은 모델이 
있는 군대 부대에 대해 전투 위기 시
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 
중인 플레이어가 먼저 시험합니다.

전투 위기 시험을 받는 각 부대에 대
해 전투 위기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
다 .  전투  위기  주사위를  던지십시
오. 부대 내의 죽은 모델의 수를 주
사위 결과에 더하고, 시험받은 부대
의 모델 10개마다 1을 부대의 용맹함 
특성에 더하십시오. 

수정된 전투 위기 주사위 결과가 부
대의 수정된 용맹함 특성 (Bravery)
보다 크다면, 전투 위기 시험에 실패
합니다. 시험에 실패했다면, 수정된 
주사위 결과가 부대의 수정된 용맹
함 특성을 초과하는 만큼의 각 포인
트에 대해 부대 내 모델 1개가 도망
쳐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부대 내 어
떤 모델이 도망칠 것인지 정합니다. 
정했다면 게임에서 제거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부대 분열 
차례 교체 시, 게임에서 부대 모델 그
룹 1개만 남을 때까지 2개 이상의 그
룹으로 분열된 군대의 부대 내 모델
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모델은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징자  부대가  사슬의  사신  무리에게  발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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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가  총 격 하 거 나  전 투 할  때
는  무장한  무기로  공격합니다 .  부
대는  장착한  무기  등  무장한  모든 
무기로 공격합니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옵션은 전
투 스크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
사일 무기 (missile weapons)는 총격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접
전 무기 (melee weapons)는 전투 단계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선택
부대가 총격하거나 전투할 때 플레이
어는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진행하
기 전에, 사용하는 모든 무기에 대해 
타겟 부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적군 부대만 공격 타겟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부대에서 서로 다른 무기 2개 이
상을 동일한 단계에서 사용하려면, 
타겟이 선택된 후 원하는 순서로 무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음 무기 유형을 사용하기 전에 무기 
유형  1개를  사용하는  모든  공격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격
전투는 피를 쏟아내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비처럼 내리는 화살, 전쟁 기계로 죽음의 운석을 적을 향해 투척하고 전
사들은 검과 손톱으로 서로를 베고 찌릅니다. 극심한 상처로 전사들이 쓰러져 가고 대참극이 전장을 뒤엎으면서 
요새는 불타오릅니다. 

미사일 무기
미사일 무기로 공격하려면 무기를 사
용하는 모델이 타겟 부대의 범위 내
에 있어야 합니다(즉, 인치로 최대 
범위 (Range) 반경에 있어야 함). 또
한, 타겟 부대는 무기를 사용하는 모
델에게 보여야 합니다(확실하지 않
다면 허리를 굽혀 총격하는 모델 뒤
에서 모델 위치에서 타겟 부대가 보
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시성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델은 부
대 내에서 다른 모델을 통과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미사일 무기는 6~48인치 등 최
소 범위가 있는 범위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로는 완전히 
짧은 범위 반경에 있는 부대를 공격
할 수 없습니다.

근접전 무기
근접적 무기로 공격하려면 모델은 
타겟  부대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공격 특성
무기로 가능한 최대 공격 수는 무기
의 공격 특성 (Attacks)에 따릅니다.  
다중 공격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한
(페이지 7 참조) 한 번에 공격 한 가지

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2개 이상의 공격 특성을 지닌
다면 원하는 만큼의 적합한 타겟 부
대에 대해 공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적군 부대 2개 이상에 대해 무기 공격
을 나눌 때는 다음 공격으로 넘어가
기 전에 한 부대에 대한 공격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모델은 동일한 무기 2개로 무장
합니다. 이러한 무기로 공격할 때는 
무기 공격 횟수를 두 배로 늘리지 마
십시오. 해당 무기 공격 특성이 이미 
계산되거나 모델이 추가 무기 효과를 
표시하는 전투 스크롤에 대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슬의  사신  무리가  대기사  무리에게  돌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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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일부 공격, 주문 및 능력으로 치
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치명
상에 대해 타격, 부상, 구출 주
사위를  던지지  마십시오 .  대
신  타겟에게  입히는  데미지
는 치명상을 입은 수와 같습니
다 .  부대의  모든  공격이  완료
된 후, 부대 공격으로 인한 부
상과  동시에  부대  공격  중  발
생하는 모든 치명상을 할당하
십시오.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치명상은 타겟 부대에 즉시 할
당되며, 공격으로 인한 데미지
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과 같은 
방식으로 할당됩니다.

부상이 할당된 후 치명상은 모
든  규칙의  용도에  따라  모든 
부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 
니다.

공격하기
공격은 다음 공격 순서를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동시에 같은 무기 유형의 모든 공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아래의 ‘다
중 공격’을 참조하십시오). 

1. 타격 주사위: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주사위 결과가 타격 특성 (To Hit)과 
같거나 높을 경우 타격 하나를 얻으며 부상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에 실패하고 공격 순서가 끝납니다. 수정 전의 
타격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언제나 타겟 타격에 실패하는 것이고, 수정 
전의 타격 주사위가 6이 나오면 언제나 타겟을 타격합니다.

2. 부상 주사위: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주사위 결과가 부상 특성 (To 
Wound)과 같거나 높을 경우 성공한 것으로 상대 플레이어는 구출 주
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에 실패하고 공격 순서
가 끝납니다. 수정 전의 부상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언제나 실패하는 
것이고, 수정 전의 부상 주사위가 6이 나오면 언제나 성공합니다.

3. 구출 주사위: 상대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던지고 공격 무기의 데미
지 특성 (Rend)로 주사위 결과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가 -1  
데미지 특성을 지녔다면 구출 주사위 결과에서 1을 뺍니다. 결과
가 타겟 부대 내 모델의 구출 특성 (Save)과 같거나 높을 경우 구출
에 성공하는 것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고 공격 순서가 끝납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구출에 실패하고 공격에 성공합니다. 타겟 부대에 입
힐 데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정 전의 구출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4. 데미지 결정: 성공적인 각 공격으로 타겟 부대에 공격 무기의 데미지 
특성 (Damage)만큼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기는 데미
지 특성 1을 지니지만, 일부 2 이상을 지닌 것도 있습니다.  

다중 공격
한 번에 다중 공격을 진행하려면 같
은 부대의 모델들이 같은 무기 유형
으로, 같은 타겟 부대에 대해, 모든 공
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타격 주사위, 부상 주사위, 구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십시오.

다중 타격
가끔 타격 주사위를 한 번 성공적으
로 던지면 2점을 얻거나 더 많이 타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타격에 대한 모든 부상 주사위와 구
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십시오.

부상 할당
부대의 모든 공격이 다 진행되자마자 
입은 피해를 모두 더하십시오. 타겟 
부대를 지휘하는 플레이어는 입은 피
해와 동일한 수의 부상을 타겟 부대
에 할당해야 합니다. 

부상은 타겟 부대의 모델들에게 한 
번에 하나만 할당됩니다.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 입은 부상을 내 부
대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모델이 공
격하는  부대의  범위에  있거나  보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델
에 부상을 할당하는 경우 모델이 죽
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모델에
게 부상을 할당해야 합니다. 부대에
는 부상 입은 모델이 2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능력으로 모델에 할당된 부상
이나 치명상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
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
우 해당 모델에게 할당된 각 부상 또
는 치명상에 대해 주사위를 던집니
다. 부상이나 치명상이 무효화되었
다면  모델에  더  이상  아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완화
주사위를  던질  때  부대의  모
든  모델이  완전히  지형  특성
에  있거나  반경에  있다면 ,  부
대에  대해  구출  주사위  결과
에 1을 더합니다. 해당 수정 장
치는  던진  구출  주사위에  해
당하는 부대가 동일한 차례에
서  공격  이동했을  때  적용되
지 않으며, 8 이상의 부상 특성
을 지닌 몬스터 또는 전쟁 기계 
(War Machine) 키워드가 있
는 모델을 포함한 부대에는 절
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은 모델
전투 중 모델에게 할당된 부상 수가 
모델의 부상 특성과 같아지자마자 모
델은 죽습니다. 죽은 모델은 한쪽에 
두십시오.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부상 치유

일부 능력으로 모델에게 할당된 부상
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된 각 부
상에 대해 모델에게 할당된 부상을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죽은 모델의 
부상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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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부대
마법사는 주로 모델 1개로 구
성된 부대로 전장에 나섭니다. 
마법사 키워드가 있는 부대에 
모델이 2개 이상 있다면, 모든 
규칙의 용도에 따라 마법사 1
명으로  계산됩니다 .  또한 ,  내
가  주문  시전  또는  해제를  시
도하기 전에 부대에서 모델을 
선택하여 주문을 시전 또는 해
제해야  합니다 .  선택한  모델
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가시성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부대는 전투 스크롤에 마법사 
키워드를 포함합니다. 플레이어는 마
법사를 사용하여 영웅 단계에서 주문
을 시전하거나 상대측의 영웅 단계에
서 주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일부 능력으로 마법사가 아닌 
모델이 주문을 시전하거나 해제하
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
델들은 아래의 규칙을 사용하여 시
도하는 것으로, 시전 또는 해제 주
사위를 수정하는 능력의 영향을 받
지만 ,  다른  규칙의  용도에  따르면 
마법사는 아닙니다. 

주문 시전
마법사 는  본 인 의  영 웅  단 계 에
서  주문  시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
다 .  동일한  차례에서  동일한  주문
을 두 번 시전할 수 없습니다(다른 
마법사의 경우도). 

주문을 시전하려면 먼저 마법사가 사
용하려고 시도하는 주문(알아야 하
는 주문)을 말하십시오. 주문을 시전
하려면 2D6을 굴립니다. 합계가 주문
의 시전 값 이상인 경우 성공적으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시전되면 상대 플레이어는 주
문 시전 마법사로부터 30인치 반경에 
있는 자신의 마법사 중 하나를 선택
하여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주문 해
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해
제하려면 2D6을 굴립니다. 주사위 결
과가 주문 시전 시의 결과보다 높을 
경우 주문이 성공적으로 시전되지 않
습니다. 주문 해제 시도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마법
마법사가 아는 주문과 영웅 단계에서 
시전 또는 해제를 시도한 주문 수는 
마법사의 전투 스크롤에 자세히 표시
됩니다. 대부분 마법사는 다음 마력 
볼트와 신비의 쉴드 주문을 압니다. 

마력 볼트: 마력 볼트의 시전 값은 5
입니다. 성공적으로 시전했다면 주문 
시전 마법사를 볼 수 있고, 마법사로
부터 18인치 반경에 있는 적군 부대
를 선택하십시오. 해당 부대는 치명
상을 1 입습니다. 시전 주사위 결과가 
10 이상이라면 부대는 D3 치명상을 
대신 입게 됩니다.

신비의 쉴드: 신비의 쉴드는 시전 값
이 6입니다. 성공적으로 시전했다면 
주문 시전 마법사를 볼 수 있고, 마법
사로부터 18인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영웅 단
계 전까지 해당 부대에 대해 구출 주
사위 1을 다시 던지십시오. 

성공
내 군대가 이전 전투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면, 장군을 선택하고 아
래 표에서 결과를 찾아볼 때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D6 성공
1~2 영감: 전투마다 한 번, 아군 부대가 총격 또는 전투에 대해 선

택받았을  때  영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부대에  대해  실패한  타격  주사위를  단계  종료  전까지 
다시 던지십시오.

3~4 피에 굶주리다: 전투마다 한 번, 아군 부대가 총격 또는 전투에 
대해 선택받았을 때 피에 굶주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대에 대해 실패한 부상 주사위를 단계 종료 전까지 
다시 던지십시오.

5~6 굴하지 않다: 전투마다 한 번, 아군 부대가 구출 주사위를 던
져야  할  때  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
우 해당 부대에 대해 실패한 구출 주사위를 단계 종료 전까지 
다시 던지십시오.

마법사
전 세계가 마법으로 가득합니다. 마법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휘몰아치는 힘의 원천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전투
에서 마법은 검만큼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동맹에 힘과 용기를, 적에게 쇠약함과 두려움을 선사하는 데 사용합
니다. 그것보다 더욱 일반적으로, 마법사는 마법의 원초적인 힘을 발휘하여 신비로운 힘의 볼트로 적들을 격파합니다.

성공
전투에서의 승리로 전사가 다시 전투
할 때 더욱 용맹하게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을 
격파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공
격할 때 더욱 노력하거나, 피에 굶주
린 분노로 적을 맹렬히 공격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굴하지 않고 
전투하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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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기사가  마력의  볼트를  암흑의  사신  부대에  시전하고  있으며 , 부대  모델  2개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

영혼의  수호자가  이끈  어둠의  유령  부대  무리가  천상의  발리스타  쪽으로  나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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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일부  지형  특성은  타겟이  뒤에  있
어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
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
우  전투  스크롤에서  지형  특성에 
관해 언급됩니다. 

장애물로부터  1인치  반경에  부대
의 모든 모델이 있는 적군 부대를 미
사일 무기 타겟으로 삼을 경우, 공
격하는  모델이  타겟  부대보다  장
애물에  더  가깝다면  부대는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수비대
일부 지형 특성은 부대별로 수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투 스
크롤에서  지형  특성에  관해  언급 
됩니다. 

지형 특성이 완전히 부대 영토 내에 
있을 때 한 부대가 전투 시작 시 수비
대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

대의 모든 모델이 지형 특성으로부
터 6인치 반경에 있고 해당 지형 특성
의 3인치 반경에 적군 모델이 없거나 
이미 수비하고 있는 경우, 일반 이동 
대신 한 부대가 지형 특성을 수비할 
수 있습니다. 

지형 특성을 수비하는 부대는 전장
에서 제거되어 지형 특성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부대에서는 적에 의해 
수비된 지형 특성을 적군 모델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수비 부대의 범위나 부대로의 또는 
부대로부터의 가시성은 지형 특성으
로의 또는 특성으로부터의 것으로 
대신 결정됩니다. 수비 모델은 공격
하고 공격받거나, 주문 시전 또는 해
제할 수 있으며 능력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수비 모
델은 공격받았을 때 완화되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또한, 수비 부대에 
대한 공격의 타격 주사위 결과에서 
1을 빼십시오. 

수비 부대는 이동 단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대 내 모든 
모델이 지형 특성으로부터 6인치 반
경에 있고 모든 적군 부대로부터 3
인치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배치하
십시오. 이는 해당 이동 단계에 대한 
이동으로 간주합니다.

수비될 수 있는 많은 지형 특성이 모
델을 세울 수 있는 평평한 영역을 포
함합니다. 수비 모델 만이 평평한 영
역으로 배치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
다(비행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은 평평
한 영역 위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수
비대의 일부가 아닌 이상 영역에서 
이동을 완료하거나 배치될 수는 없습
니다). 이러한 경우 수비 모델은 장식 
배치용일 뿐입니다. 모델들은 여전히 
규칙 용도에 따라 지형 특성을 수비
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경치 표

 D6 경치 규칙

1 

SCENERY DICE FACES

저주받음: 영웅 단계 시작 시 저주받은 지형 특성으로부터 1
인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 하나를 선택하여 희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대는 D3 치명상을 입지만, 플레이어는 
다음 영웅 단계 전까지 타격 주사위 1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2 

SCENERY DICE FACES

마력: 마법사들이 마력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다면, 마법사에 대한 시전 또는 해제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하십시오.

3 

SCENERY DICE FACES

영감: 부대가 영감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다
면, 부대의 용맹함 특성에 1을 더하십시오.

4 

SCENERY DICE FACES

죽음: 죽음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서 일반 이동 
또는 공격 이동을 완료하는 각 부대에 대해 주사위를 굴리십

시오. 1 하나에 대해 해당 부대는 D3 치명상을 입습니다.

5 

SCENERY DICE FACES

신비: 신비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서 모델에게 
부상이나 치명상을 할당할 때마다 주사위를 굴리십시오. 6+ 

부상 또는 치명상의 경우 무효화됩니다.

6 

SCENERY DICE FACES

재앙: 부대가 재앙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다
면, 부대의 용맹함 특성에서 1을 빼십시오.

이동 및 완화 관련 규칙에서는 모델
이 지형 특성을 가로지르거나 완화
할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지형 특
성은 양측 모두에 아군으로 간주하며 
공격 타겟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투 지형을 배치했다면 플레이어와 
상대측은 원할 경우 각 지형 특성 오
른쪽의 경치 표에 있는 경치 규칙 중 
하나를 적용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
다. 각 지형 특성에 대해 경치 규칙을 
선택하거나, 각 지형 특성에 대해 주
사위를 굴려 임의로 규칙을 결정하십
시오. 전투 스크롤을 지형 특성에 대
해 사용할 수 있다면 경치 표의 규칙
을 사용하는 대신 전투 스크롤의 규
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형
화염의 기둥, 황동의 제단이나 저주받은 폐허... 이 세계는 온갖 기괴한 광경과 죽음의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해
골로 장식된 요새는 뼈로 가득한 평야에서 솟아나는 한편, 더 오래된 폐허가 이 멸망의 세계에 상처 입은 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곳이 권력에 굶주린 군주들이 지배한 전장과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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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ttlefi eld is a confusing place at 

night, when it is not uncommon to 

be unsure of where other friendly 

forces are located, let alone 

the enemy.

COALITION OF DEATH

Th is is a battle for three or more 

players. Use the Coalition of Death 

rules from page 272.

SET-UP
Each coalition must be split into 

three contingents, each with roughly 

one-third of the units from the 

coalition. Contingents from the 

same side do not need to be exactly 

the same size, as long as none 

contains more than twice as many 

units as any other. 

Both warlords roll off . Th e winning 

team sets up one contingent. All 

units from that contingent must 

be set up wholly within one of the 

six territories shown on the map 

below. Th e opposing team sets up 

one of their contingents in the same 

manner, and then the fi rst team 

sets up a second contingent, and so 

on until all contingents have been 

set up. 

Objective

Objective

Objective

Objective

Objective
Objective

Territory 1
Territory 2

Territory 3

Territory 4
Territory 5

Territory 6

BATTLEPLAN

NIGHT MARCH

Units must be set up more than 

9" from any enemy units. Each 

contingent must be set up wholly 

within a diff erent territory, which 

then counts as their coalition’s 

territory for the rest of the battle.

If a player desires, they may place 

any of their units in reserve instead 

of setting them up on the battlefi eld. 

Reserve units can enter play in any 

of their team’s movement phases 

starting from the second battle 

round. All of the models in the unit 

must be set up in the same territory 

as the rest of their contingent, within 

3" of the table edge, and more than 9" 

from any enemy units. Th is counts as 

their move for that movement phase.

OBJECTIVES

Th is battle is fought to control six 

objectives. One objective is located at 

the centre of each territory (see map). 

ILL MET BY MOONLIGHT

In the fi rst battle round, the range 

of any missile weapons or spells is 

limited to 12". Roll a dice at the start 

of the second battle round. On a roll 

of 1-3 this rule ends immediately, 

and on a roll of 4 or more it 

continues until the end of the second 

battle round, and then ends.

GLORIOUS VICTORY

Th e coalition that has scored the 

most victory points (see below) at 

the end of the fi ft h battle round wins 

a major victory. In the case of a tie, 

both coalitions win a minor victory.

VICTORY POINTS

Victory points are scored as follows:

1 victory point is scored each time a 

coalition slays an enemy model that 

has a Wounds characteristic of 10 

or more.

1 victory point is scored if a coalition 

slays an enemy general. 1 additional 

victory point is scored if the general 

was the enemy warlord’s general.

Each objective is worth 1 victory 

point to the coalition that controls 

it at the end of their turn if it is 

located in their own territory, and 

D3 victory points if it is located in 

enemy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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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LEPLANCHANGING PRIORITIESOft en the goals for a battle will shift  and change, forcing an army to fi rst attack in one direction and then another, or to stubbornly defend an objective at one moment and launch an all-out assault the next. 

COALITION OF DEATHTh is is a battle for three or more players. Use the Coalition of Death rules from page 272.

SET-UP
Both warlords roll off , and the winning team must pick a territory and set up fi rst. Th e opposing team then sets up their army in the remaining territory. Units must be set up wholly within their own territory more than 9" from enemy territory. 

If a player desires, they may place any of their units in reserve instead of setting them up on the battlefi eld. Reserve units can enter play in any of their team’s movement phases starting from the second battle round. All of the models in the unit must be set up in their coalition’s starting territory, within 3" of the table edge, and more than 9" from any enemy units. Th is counts as their move for that movement phase.

OBJECTIVES
Th is battle is fought to control two objectives, one in each side’s territory. However, the locations of the two objectives may change each battle round. 

At the start of each battle round, each warlord rolls a dice. Th e objectives are located in each warlord’s territory at the centre of the area shown on the map that corresponds to their dice roll. 

GLORIOUS VICTORYTh e coalition that has scored the most victory points (see below) at the end of the fi ft h battle round wins a major victory. In the case of a tie, both coalitions win a minor victory.
VICTORY POINTSVictory points are scored as follows:

1 victory point is scored each time a coalition slays an enemy model that has a Wounds characteristic of 10 or more.

1 victory point is scored if a coalition slays an enemy general. 1 additional victory point is scored if the general was the enemy warlord’s general.
Each objective is worth D3 victory points to the coalition that controls it at end of their turn if it is located in their own territory, and D6 victory points if it is located in enemy territory.

Objective
3-4

Objective
3-4

Objective
5-6

Objective
5-6

Objective
1-2

Objective
1-2

Coalition A Territory

Coalition B Territory

11
전투 전략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게임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전투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기 - 첫 번째 피 -에 전투 전
략을 포함했으며 이는 행동을 빨리 
실행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워해머 에
이지 오브 시그마에 관해 출간한 책
에서 다른 전투 전략을 찾을 수도 있
고, 나만의 전투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대측이 어느 전투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다면 추가로 주사위를 던져 승
자의 전투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투 전략 지침
모든  전투  전략에는  어떻게  전투
를  진행하는지에  관한  지침  여러 
개가 포함됩니다.

1 명칭
전투 전략 명칭과 전투 상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무엇에 관
한 것인지와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해
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배치
각 전투 전략에는 각 측이 군

대에서 모델을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표시하는 지도가 포함되며(군대 영
토라고 부름), 배치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이 나열됩니다.

전투 전략에 포함된 지도에서는 전
장이 6인치 x 4인치 직사각형 크기라
고 가정합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른 
전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
장의 크기와 모양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리와 영토, 목표 및 지형 특성의 위
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3 특별 규칙
많은 전투 전략에는 1개 이상

의 특별 규칙이 포함됩니다. 특별 규
칙은 특수한 상황, 전술 또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특수 요소들은 
전투 중에 사용될 수 있거나, 내가 군
대를 선택하고 전장에서 지형을 배
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피 전투 전략의 ‘첫 번째 피’ 규
칙은  다른  규칙과는  반대로  특별 
규칙의 예시입니다.

4 영광스러운 승리
대부분 전투 전략들은 언제 전

투가 끝나고 게임에 이기기 위해 해
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어느 플레
이어도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면 게임
을 승부로 간주합니다.

전투 전략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
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  상대
측 군대의 모든 모델을 격파해야 주
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플
레이어도 다섯 번째 전투 종료 시 이
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군대
가 잃은 것보다 상대측 군대가 잃은 
모델의 비율이 더 높은 사람이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1

2

3

4

목표
가끔 전투는 매우 중요한 위치 
1곳 이상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워해머 에
이지 오브 시그마에서는 이러
한 위치들을 목표라고 부르며 
다음 규칙을 사용합니다. 

전투에서 목표가 있다면 전투 
전략에서 목표가 전장 내 어디
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목표는 
동전 등 적절한 표시 장치로 나
타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품
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요새 미니
어처 키트의 부품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표시 장치 모형을 만
들 수 있습니다.

목 표 로 의  또 는  목 표 로 부 터
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항상 
표시  장치의  중심으로  또는 
중심으로부터 측정합니다.

각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날 때 
다른 플레이어가 목표 통제권
을 얻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상대측
이 각 목표의 중심으로부터 6인
치 반경에 있는 모델 수를 세야 
합니다. 내가 센 수가 상대측의 
수보다 많은 목표의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목표 통제권을 한 
번 얻으면 적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통제합니다.

차례마다 목표 1곳의 통제권에 
대해 모델 1개만 셀 수 있습니
다. 내 모델 중 1개를 2곳 이상
의 목표 통제권에 대해 셀 수 있
다면 해당 차례에 대해 센 모델
을 선택해야 합니다.



12

적군 영토

내 영토

전투 전략

첫 번째 피
두 군대가 공개된 전장에서 만납니
다. 두 군대 모두 각자의 적을 최대
한 많이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먼저 적의 피를 보는 사람이 더 
열심히 전투하기 위한 영감을 얻습 
니다!

디자이너의 덧붙임: 멸망의  세계에서  
전투는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 대부
분  전투는  결국  씁쓸한  결말을  맞이
하며 , 승리한  측은  모든  적을  완전히  
격파해야  합니다 . 

그러나  모든  지혜로운  장군들이  알듯
이  상대측  군대를  쓸어버리는  그  자
체가  성공은  아닙니다 . 성공을  보장
하지도  않습니다 . 한  측이  다른  측을  
처참히  격파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
한  피해를  입는다면  행복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전투에서는  정복하는  군대가  상대
측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적
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승리
자는  단지  전투가  끝날  때  살아만  있
는  쪽이  아니라 , 적의  피를  더  많이  
본  쪽입니다 .

배치
플레이어들이 추가로 주사위를 던
져  승자가  각  측에서  어떤  영토를 
사용할지  정합니다 .  영토는  아래 
지도에 표시됩니다.

그 후 영토 결정을 위한 추가 주사
위 던지기에서 이긴 플레이어부터 
플레이어들이  한  번에  하나씩  부
대  배치를  교체합니다 .  부대는  완
전히 부대 영토 내에서, 적군 영토
로부터  1 2인치  반경에서  벗어나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플레이어가 자신의 군대를 다 배
치할 때까지 부대 배치를 계속하십시
오. 한 플레이어가 먼저 완료했다면 
상대 플레이어는 자신의 군대의 나머
지 부대를 하나씩 배치합니다.

첫 번째 피
처음으로 적군 모델을 죽인 군대를 
지휘하는 플레이어는 추가 지휘 포인
트 1점을 획득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전투는 한 플레이어가 전장에 남은 
부대가 없을 때까지 계속되거나, 더 
빠른 경우 전 다섯 번째 전투 라운드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전투가 끝나면 각 플레이어는 전투 
중에 죽인 상대측 군대 내 모든 모델
의 부상 특성을 합산하여 승리 점수
를 계산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상대
측의 점수를 50% 이상 추월하면 주
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더 높은 점수의 플레이어가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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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스크롤 (WARSCROLLS)
Warhammer 범위의 모든 요새 미니
어처는 각각의 전투 스크롤을 가지
고 있으며,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
마 게임에서 모델을 사용하는데 필
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
래에서  설명한  핵심  사항에서  전
투 스크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투 스크롤 규칙
모든 전투 스크롤은 전투 스크롤에 
설명된 모델을 전투에서 어떻게 사
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을 포함 
합니다.

1 특성
전투 스크롤은 핵심 게임 규칙

에서 언급되는 특성 세트, 즉 모델을 
어떻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
어, 모델의 구출 특성은 구출 주사위
를 던지기 위해 어떤 것을 던져야 하
는지 결정하고, 무기의 공격 특성은 
특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타격 주사
위를 던져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구출
일부 모델에는 ‘-’ 구출이 있습니다. 
‘-’ 구출은 7 이상을 던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대부분 불가능하여 주사위를 
던질 필요가 없지만, 가끔 수정 장치
를 사용하면 7 이상의 결과가 나오도
록 구출 주사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구출 주사위를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값
가끔 전투 스크롤의 특성 1개 이상이 
무작위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
동 특성은 2D6이거나 공격 특성은 
D6일 수 있습니다. 

무작위 이동 특성이 있는 부대가 이
동 단계에서 이동에 대해 선택받았다
면 지정된 수의 주사위를 던지십시
오. 주사위 결과의 합계는 해당 이동 
단계 기간 동안의 부대 내 모든 모델
의 이동 특성입니다.

모델이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무기
에 대해 무작위 값을 생성하십시오
(데미지와 별도). 결과가 단계의 남
은 부분에서 모델의 무기에 적용됩니

다. 공격 순서의 4단계에서 무작위 데
미지를 결정할 때는 무기로 성공한 
공격마다 값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2 설명
모든  전투  스크롤은  설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모델
을 부대로 구성하고, 부대 내 모델들
이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대 규모
모델이 2개 이상의 모델로 구성된 부
대 일부로 전장에 나섰다면 설명에서 
얼마나 많은 모델이 부대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부대가 전장에 나서는데 
충분한 모델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
는 모델 수만큼 해당 유형의 부대 1개
를 전장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미숙한 부대라고 합니다.

지휘 모델
일부 부대는 특별한 이름의 챔피언, 
리더 및/또는 뮤지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휘 모델’로 
부르며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능력을 
갖습니다. 지휘 모델은 부대에 포함
된 경우 적절한 요새 미니어처로 나
타내야 합니다. 지휘 모델은 달리 명
시하지 않는 한 모델 자체에 표시되
지 않더라도 부대 내 다른 모델과 동
일한 무기를 소지한다고 가정합니다.

말
가끔 모델 관련 설명에서 모델이 타
는 말, 즉 전투 마차, 탈 수 있는 강력
한 몬스터나 설 수 있는 거대한 전쟁 
기계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모델이 죽을 때 모델과 말 모
두 제거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3 능력
대부분 전투 스크롤은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게임 중에 전투 
스크롤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이
상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능력은 핵
심 규칙보다 우선시됩니다. 

많은 능력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에 의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능력으로 실패한 타격 주사위를 다
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능
력은 이러한 일을 초래한 일 직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어떤 단계에서 
다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영웅 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지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 시작 시 사용해야 하는 능력들은 
다른 행동보다 먼저 실행해야 합니
다. 마찬가지로, 단계 종료 시 사용하
는 능력은 단계의 모든 일반적인 활
동이 완료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다른 능력은 순서와 시기에 상관없이 
단계 전체에 걸쳐 사용될 수 있습니
다. 두 플레이어 모두 동시에 능력을 
사용하려면 차례 중인 플레이어가 먼
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상대측이 
다음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규칙에서 명시한 단
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
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동 단계’
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은 영웅 
단계에서 이동하는 부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내 이동 단계’에서 사용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상대측 이동 단
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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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CROLLS

LORD-CASTELLANT 

KEYWORDS

LORD-RELICTOR

ORDER, CELESTIAL, HUMAN, STORMCAST ETERNAL, HERO, PRIEST, LORD-RELICTOR

KEYWORDS

Masters of defensive warfare, the Lord-Castellants watch over their Stormcast comrades. From their warding lanterns, a glorious 

golden glow spills forth. Th is magical light has many uses, from driving back the tainted foe with its purifying aura, to shielding and 

healing wounded Stormcast Eternals with celestial energy.

Lord-Relictors are noble but sinister fi gures. Th eir ritual weapons and armour are replete with icons of death, for these fell guardians 

keep the warrior souls of the Stormcast Eternals from the gloom of the underworld. Potent healers as well as mighty warriors, their 

arcane powers channel the glory of Sigmar and call storms from the darkening skies.

DESCRIPTION

A Lord-Castellant is a single model. It is armed 

with a Castellant’s Halberd and carries a 

Warding Lantern. 

ABILITIES

Warding Lantern: In your hero phase the Lord-

Castellant may unleash the magical energies of 

their Warding Lantern. If they do so, pick either a 

Chaos unit or a Stormcast Eternal unit 

that is within 12" of the Lord-Castellant.

If a Chaos unit is chosen, it is struck by the 

searing light of the Celestial Realm and suff ers a 

mortal wound. Chaos Daemon units cannot 

abide the touch of this light and suff er D3 mortal 

wounds instead.

If a Stormcast Eternal unit is chosen, it is 

bathed in the healing energies of the lantern and 

you can add 1 to all save rolls it has to make until 

your next hero phase. In addition, until your next 

hero phase, each time you make a save roll of 7 

or more for that unit, one model in the unit heals 

a wound.

DESCRIPTION

A Lord-Relictor is a single model. It is armed with 

a Relic Hammer.

ABILITIES

Lightning Storm: In your hero phase, you can 

declare that the Lord-Relictor will pray for a 

lightning storm. If you do so, pick an enemy unit 

that is within 12" of this model and roll a dice. On 

a roll of 3 or more, the unit you picked suff ers D3 

mortal wounds, and your opponent must subtract 

1 from all hit rolls for the unit until your next hero 

phase. A Lord-Relictor cannot pray for a lightning 

storm and a healing storm in the same turn.

Healing Storm: In your hero phase, you can 

declare that this model is praying for 

a healing storm. If you do so, pick a friendly model 

with the Stormcast Eternal keyword that 

is within 12" of this model and roll a dice. On a roll 

of 3 or more you can heal up to D3 wounds that 

have been suff ered by the model that you picked. A 

Lord-Relictor cannot pray for a healing storm and 

a lightning storm in the same turn.

MELEE WEAPONS
Range Attacks To Hit To Wound Rend Damage

Castellant’s Halberd
2" 3 3+

3+
-1

2

5"

9
6 3+

ORDER, CELESTIAL, HUMAN, STORMCAST ETERNAL, HERO, LORD-CASTELLANT

MELEE WEAPONS
Range Attacks To Hit To Wound Rend Damage

Relic Hammer
1" 4 3+

3+
-1

1

4"

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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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CELESTANT ON STARDRAKE

Even amongst the gloried ranks of the Stormcast Eternals and the star-born hierarchy of the Children of Dracothion, only the 

mightiest and noblest are chosen to lead an Extremis Chamber. So infused with celestial power are the Lord-Celestant and Stardrake 

that they radiate azure energies. Th e power of the stars themselves is theirs to command…

DESCRIPTIONA Lord-Celestant on Stardrake is a single model. 
Whether the Lord-Celestant wields a Celestine Hammer or a Stormbound Blade, they will also bear an enchanted Sigmarite Th undershield. Th ey 

ride a formidable Stardrake to battle, which rends 
its prey with its Great Claws.
FLY
A Lord-Celestant on Stardrake can fl y.

ABILITIES
Inescapable Vengeance: If this model has made a 
charge move this turn, it can make D3 extra attacks 
with its Celestine Hammer or Stormbound Blade.Sigmarite Th undershield: You can re-roll save rolls of 1 for this model. If the re-rolled save is successful, the shield unleashes a deafening peal and each enemy unit within 3" suff ers a mortal wound.

Stormbound Blade: If the result of any hit roll for a Stormbound Blade is 6 or more, the target is 
wracked with the fury of the storm. Make three 
wound rolls against the target rather than one.

Cavernous Jaws: Aft er this model piles in, but before it attacks, pick an enemy model within 3" 
and roll a dice. If the result is greater than that model’s Wounds characteristic, it is swallowed whole and slain. You can do this as many times as 

shown on the damage table above.
Sweeping Tail: Aft er this model has made all of its attacks in the combat phase, roll a dice for each enemy unit within 3". If the result is less than the number of models in the unit, it suff ers 

D3 mortal wounds. 
Lord of the Heavens: In your shooting phase, a Stardrake can either breathe a Roiling Th underhead or call a Rain of Stars down from the heavens.

Roiling Th underhead: Pick an enemy unit to be engulfed in a furious storm cloud, then roll a dice 
for each of its models that is within 18" of the Stardrake and which it can see. For each result of 6, 
a bolt of lightning streaks out and the unit suff ers a 
mortal wound. 

Rain of Stars: Roll a dice and choose that many enemy units on the battlefi eld, then roll a dice for each. On a result of 4 or more, the unit is struck by a fragment of a falling star and suff ers 
D3 mortal wounds. 
Arcane Lineage: Each time a casting roll is made 
for a Wizard within 18" of any Stardrakes in your army, you can choose to increase or decrease 
the result by 1.

COMMAND ABILITYLord of the Celestial Host: Th e Stardrake ridden 
by a Lord-Celestant is more than a mere mount; 
it is an intelligent and cunning hunter in its own right, a radiating beacon of power for its star-spawned kin. If a Lord-Celestant uses this ability, all Stardrakes, Dracothian Guard and Stormcast Eternal Heroes riding Dracoths in your army (including 

this one) are suff used with the power of Azyr. Until 
your next hero phase, you can re-roll failed wound 
rolls whenever those models attack with their Claws and Fangs or Great Claws. 

MELEE WEAPONS Range Attacks To Hit To Wound Rend Damage

Celestine Hammer
2" 3 3+ 2+ -1 D3

Stormbound Blade
2" 3 3+ 4+ -1 2

Stardrake’s Great Claws 1" 4 ✹ 3+ -1 D3

✹

9
16 3+

DAMAGE TABLE
Wounds Suffered

Move
Great Claws Cavernous Jaws

0-4
12"

3+
3

5-8
11"

3+
2

9-11
10"

4+
2

12-13
8"

4+
1

14+
6"

5+
1

ORDER, CELESTIAL, HUMAN, STARDRAKE, STORMCAST ETERNAL, MONSTER, 

HERO, LORD-CELESTAN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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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가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아군 부
대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면 능력으로 부대 자체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사용하여 얻은 
추가 공격, 타격 또는 부상 주사위는 
그 자체로 추가 공격, 타격 또는 부상 
주사위를 던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
어, 타격 주사위 6 이상으로 추가 공
격 1을 할 수 있다면 추가 공격으로 
다른 6+을 던질 경우 다른 공격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수정 장치
가끔 수정 장치는 특성이나 능력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에 따라 
타격 주사위나 모델의 이동 특성에 1
을 더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장치는 누
적됩니다. 수정 장치는 1 미만으로 주
사위 결과를 줄일 수 없습니다. 

수정 장치가 무작위 값에 적용되면 
먼저 무작위 값을 구한 후 수정 장치
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으
로 D3 데미지 특성에 1을 더하면 D3

사전 전투 능력
일부 전투 스크롤로 ‘배치 완료 
후’ 또는 ‘전투 시작 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
력들은 첫 전투 라운드 전에 사
용됩니다. 두 군대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주사위를 던져 승자가 누가 먼
저 사전 전투 능력을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사전 전투 능력을 사용한 후에 
전투를 첫 전투 라운드로 시작 
합니다.

을 굴리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4 데미지 표
일부 모델에 대해 1개 이상의 

모델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데
미지 표가 있습니다. 해당 값을 찾기 
위해 모델이 입은 부상 수를 찾으십
시오(현재 모델에게 할당되어 치유
되지 않은 부상).

5 키워드
모든 전투 스크롤에는 스크롤

이 설명하는 모델에 적용되는 키워드 
목록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규칙에서 
키워드 볼드체로 표시됩니다.

가끔 키워드는 규칙과 연관됩니다
(또는  규칙에서  ‘태그를  답니다’). 
예를  들어 ,  규칙에서  규칙이  ‘모
든 크론 모델’에 적용된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  이는  전투  스크롤
에  크론  키워드가  있는  모델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

2

3

4

5

가끔  전투에  대해  부대에  키워드
를  지 정 하 거 나  추 가 할  수  있 습
니다 .  이러한  경우  전투  기간  동
안  부대를  전투  스크롤에  지정된 
키워드로 취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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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스크롤 대대
원한다면 군대 내 부대들을 전투 스
크롤 대대를 사용하여 특별한 유형의 
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대 내 부대가 추가 능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칙은 전투 스크롤 대대에 적
용되며 ,  전투  스크롤에  적용되는 
규칙에 추가됩니다.

1 대대 구성
전투 스크롤 대대는 2개 이상

의 부대로 구성됩니다. 군대를 선택
할 때, 사용할 전투 스크롤 대대와 부
대를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증원 병
력은 전투 스크롤 대대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대대의 구성 섹션에서는 포함할 수 
있거나 포함해야 하는 부대 명칭 또
는 키워드를 나열합니다. 항목이 부
대 명칭인 경우, 해당 명칭이 있다
면  어떤  부대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부대  관련  항목에  포함되지  않
는 한, 명칭의 하위 헤더는 무시해도 
됩니다). 미숙한 부대(페이지 13)은 
전투 스크롤 대대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대 관련 항목이 키워드인 경우, 해
당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부대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키워드를 지정한 
부대 포함).

배치 중에는 각 부대를 개별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전투 스크롤 대대에서 
부대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2 대대 능력
전투  스크롤  대대에  나열된 

능력은 대대를 구성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같은 유형의 다른 부대가 
군대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능
력은 부대의 전투 스크롤에 나열된 
능력에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부대는 한 대대에만 
속할 수 있으므로 대대 능력 한 세트
로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대대는 다른 소규
모 대대를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부
대에서 두 대대의 능력을 동시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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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CROLL 

BATTALION

STORMCAST ETERNALS

EXEMPLAR CHAMBER

Th e Exemplar Chamber strikes with sudden fury, smiting their foes and wreaking a terrible 

vengeance. None may stay their wrath, any losses only spurring them to yet greater violence.

ORGANISATION

An Exemplar Chamber consists of 

the following warscroll battalions:

• 1 Lords of the Storm

• 3 Devastation Brotherhoods

ABILITIES

Lightning Strike: Th is battalion has the Scions of the Storm ability (pg 95). If 

your army has the Stormcast Eternals allegiance, you can choose to add 2 to, 

or subtract 2 from, your rolls for the Scions of the Storm ability for units from 

this battalion.

Martial Bond: If a unit from an Exemplar Chamber is slain in the combat phase, 

pick another unit from the chamber within 10" of it. Th at unit harnesses the 

celestial energy of their slain brethren to enact swift  vengeance upon the foe. Add 

1 to the Attacks characteristic of all the unit’s melee weapons for the remainder of 

the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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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CROLL BATTALION

STORMCAST ETERNALSHARBINGER CHAMBERTh e Harbinger Chamber uses the might of Sigmar’s Tempest to strike deep into the heart of their 

enemies. Super-charged with celestial energies, the Stormcast Eternals glow with a nimbus of power.ORGANISATION
A Harbinger Chamber consists of the following warscroll battalions:

• 1 Lords of the Storm
• 3 Vanguard Wings

ABILITIES
Lightning Strike: Th is battalion has the Scions of the Storm ability (pg 95). If 
your army has the Stormcast Eternals allegiance, you can choose to add 2 to, 
or subtract 2 from, your rolls for the Scions of the Storm ability for units from 
this battalion.

Celestial Nimbus: Th e warriors that form a Harbinger Chamber are charged 
with a nimbus of celestial energy that lets them anticipate their opponents’ actions 
with preternatural speed. Add 1 to the result of any hit rolls for models from a 
Harbinger Chamber. 

1 2

대대 보너스
군 대 에  전 투  스 크 롤  대 대
를  포 함 하 면  추 가  보 너 스 
2개가 부여됩니다.

• 군대에 포함된 전투 스크롤 
대대마다 전투 시작 시 지휘 
포인트 1을 얻습니다.

• 충성의  능력에  관한  규칙
을  사 용 하 는  경 우 ( 페 이
지  1 7 ~ 1 8 ) ,  군대에  포함
된  각  전투  스크롤  대대에 
대해  힘의  장치를  추가로 
1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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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SPHERE MAGIC Wizards know the following spell in battles fought in this realm, in addition to any other spells that they know.

WILDFORM
Th e wizard transforms their allies into swift -moving bestial forms.

Wildform has a casting value of 5. If successfully cast, pick a friendly unit within 12" of the caster that is visible to them. Add 2 to charge and run rolls made for the unit you picked until your next hero phase. 

MONSTROUS BEASTS Aft er set-up, each player can set up a Monster that is not a Hero, starting with the player that fi nished setting up their army fi rst. Th ese monsters are called ‘monstrous beasts’ in the rules that follow. Th ey are not part of either army. A monstrous beast can be set up anywhere on the battlefi eld that is more than 9" from any other monstrous beasts and more than 9" from models from either army.

Monstrous beasts choose their prey at the start of each battle round. Th eir prey for that battle round will be the army that has a unit closest to them. For the rest of that battle round, the monstrous beast joins the opposing army. If both armies have a unit equally close to a monstrous beast, roll off  to determine who picks the monstrous beast’s prey. Monstrous beasts will not pick each other as their prey.

Note that a monstrous beast’s prey can change each battle round, and monstrous beasts will ‘swap sides’ depending on which army has the closest unit. Also note that a monstrous beast can attack any unit in their prey’s army, not just the closest unit, and cannot itself be attacked or charged by units from the army it has joined.

REALM OF BATTLE: GHUR, THE REALM OF BEASTS 
Th e following Realm of Battle rules can be used for battles fought in the Mortal Realm of Ghur, also known as the 
Realm of Beasts. 

 D6 Realmscape Feature
1 Savage Hinterlands: It seems the lands of this region pose no threat, at the moment.

Th is realmscape feature has no eff ect on the battle. 
2 Hungering Animus: Even the landscapes are possessed of a predatory instinct, using avalanches or ground-quakes to kill their prey. 

At the start of your hero phase, roll a dice. On a 6+, pick a point anywhere on the battlefi eld. Roll a dice for each unit within 6" of that point. On a 4+ the unit being rolled for suff ers 1 mortal wound. On a 6+ it suff ers D3 mortal wounds instead.
3 Primal Violence: Here every creature is red in tooth and claw, and both predator and prey. 

At the end of each combat phase, roll a dice. On a 6+, carry out the combat phase again before moving on to the battleshock phase (do not roll again at the end of the second combat phase to see if a third combat phase takes place).
4 Reckless Aggression: A philosophy of eat or be eaten is needed to survive amidst the wilderness. 

 Any unit that is within 12" of an enemy unit at the start of their charge phase suff ers 1 mortal wound unless they fi nish that charge phase within 3" of an enemy model. In addition, you can re-roll hit rolls of 1 for units that have made a charge move in the same turn.

5 Beasts of Ghur: Th is is a realm of predators, an endless hunting ground where the strong survive and the weak are consumed. 
Roll off . Th e winner can set up an additional monstrous beast using the Monstrous Beasts rule on the left .

6 Territory of Beasts: Great migratory trails criss-cross the lands, made by groups of hunting behemoths. 
Both players can set up an additional monstrous beast using the Monstrous Beasts rule on the left .

REALMSCAPE FEATURES If a battle takes place in this realm, the player that picked the realm can roll a dice and look up the result on the table below to see which realmscape feature rule applies for the battle. Th e result applies to both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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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면 전투 전략을 선택한 후 
전투가 진행될 멸망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멸
망의 세계가 어떤 전투의 세계 규칙
을 게임에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
다. 멸망의 세계에 사용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면, 추가로 주사위를 던져 
승자가 결정합니다. 

전투의 세계 규칙
선택한  멸망의  세계는  전투의  세
계  규칙  중  어떤  것을 ( 해당하는 
경우 )  진행  중인  전투에  적욜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전투의 세계 규칙 세트는 워해머 에
이지 오브 시그마에 관해 출간된 많
은 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상 새로
운 규칙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1 세계의 고유 마법
마법사는  자신이  배치된  멸

망의 세계의 에너지와 일관적인 추
가  주문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주문들은  마법사가  이미  아는 
것에 추가됩니다.

1 2

3

2 세계의 고유 특성
각 세계의 지리, 기후 및 그곳

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매우 다양하
고 폭넓으며,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
는 전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지휘
각 세계에는 그곳에서 전투하

고 있는 영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의 지휘 능력 세트가 있습니다.  

전투의 세계

전쟁 지역
각  멸망의  세계는  참으로  광
대하며 무수히 신비로운 지역
을 포함합니다. 가끔 전투의 세
계에는 이러한 지역 중 1개 이
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포
함됩니다 .  이러한  경우  세계
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한  지
역에서 전투가 진행된다고 판
단하여 해당 영역에만 적용되
는 전투의 세계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세계
멸망의 세계를 다음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크시, 불의 세계
• 시리시, 죽음의 세계
• 기란, 삶의 세계
• 히시, 빛의 세계
• 구르, 짐승의 세계
• 차몬, 금속의 세계
• 얼거, 그림자의 세계

이  게임은  메마르고  혼돈으
로  얼룩진  아크시에서  진행
됩니다 . 전투의  세계  규칙
을  게임에  도입하면  새롭
고  독특한  면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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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능력
내 군대가 충성스럽다면 워해머 에이
지 오브 시그마 게임에서 충성의 능
력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성
의 능력으로 군대가 추가 능력과 주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능력  세트는  워해머  에이
지  오브  시그마에  관해  출간된  많
은 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상 새로
운 규칙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섹
션의 규칙에서는 어떻게 충성의 능
력을 게임에서 사용하는지를 설명 
합니다.

군대 충성
군대를 선택할 때 군대의 충성도 선
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충성과 일치하는 충성의 능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하나 이상의 
충성을 지닐 수 있다면 게임 중에 선
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대동맹
워해머 에이지 오브 시그마 내 부대
는 명령, 혼돈, 죽음 또는 파괴의 대동
맹 중 하나에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부대가 속한 대동맹은 전투 스크롤의 
키워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
어 죽음 키워드가 있는 부대는 죽음 
대동맹의 일부입니다.

군대의 모든 부대(배치 중 키워드를 
지정한 모든 부대 포함)가 해당 대동
맹의 일부인 경우 군대는 대동맹에 
충성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내 모든 
부대에 명령 키워드가 있다면 군대는 
명령 대동맹에 충성할 수 있으며, 명
령 군대라고 부릅니다.

진영
대부분 부대는 대동맹 일부 중 하나
인 진영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폭풍 전사는 명령 대동
맹의 진영 중 하나입니다. 

군대의 모든 부대가 배치 중 키워드
를 지정한 모든 부대를 포함하여 해
당 진영의 일부인 경우, 군대는 대
동맹  대신  진영에  충성합니다 .  예
를 들어, 군대 내 모든 부대에 불멸
의  폭풍  전사  키워드가  있다면  군
대는  불멸의  폭풍  전사  진영에  충
성할 수 있으며, 불멸의 폭풍 전사 
군대라고 부릅니다.

동맹
군대에 포함된 부대 4개마다 하나가 
동맹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맹 부대는 내 군대처럼 취급하지
만, 군대의 충성에 대해서는 포함되
지 않으므로 다른 대동맹 또는 진영
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맹 
모델은 군대의 장군이 될 수 없으며 
군대 충성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혜택
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군대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진영은 
전투의 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는 최신 장군의  지침서의 대격전 프
로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폭풍 전사 군대는 다른 명령 
진영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증원 병력
전투가 진행되면 군대에 추가되는 부
대는 동맹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포함할 수 있는 동맹 부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투 스크롤 대대
전투  스크롤  대대도  동맹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포함할 수 
있는  동맹  부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능력 유형
대부분 충성 능력들은 전투 특성, 지
휘 특성, 힘의 장치와 고대 마법 세
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가
끔 표에 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표
에 대해 주사위를 던져 무작위로 능
력을 생성하거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충성의  능력은  내  군대

의 동맹 부대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유명한 캐릭터
나가시, 아캐온, 알라리엘과 같은 유
명한 캐릭터는 고유 특성뿐만 아니
라  힘의  장치까지  갖춘  강력한  전
사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모델들
은 지휘 특성이나 힘의 장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투 특성
공통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는 군대는 
그냥저냥 모인 불협화음 동맹보다 훨
씬 치명적입니다. 이를 표시하기 위
해 동일한 충성심을 가진 군대들은 
전투 특성이라는 추가 능력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휘 특성
교활한 전술가든 잔인한 학살자든 
모든 장군에게는 특유의 지휘 스타
일이 있습니다. 내 장군이 영웅이고 
군대에 대한 충성의 능력이 지휘 특
성을 포함한다면, 장군에 대해 하나 
고르거나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
다. 어떤 이유로 전투 중 새 장군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그 장군의 특
성을 선택하거나 주사위를 던지십
시오. 지휘 특성은 달리 명시하지 않
는 한 장군이 탄 말의 공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힘의 장치
이 보물들은 강력한 영웅들과 함께 
전쟁에 등장합니다. 내 군대에 대한 
충성의 능력이 힘의 장치를 포함한다
면, 하나 선택하거나 주사위를 던져 
군대의 영웅 1명이 들게 할 수 있습니
다. 내 군대에 포함한 전투 스크롤 대
대마다 장치를 가질 추가 영웅 1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힘의 장
치를 1개 이상 가질 수 없으며, 군대
에는 동일한 힘의 장치 복제품이 포
함될 수 없습니다. 힘의 장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웅이 탄 말의 공
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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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주문
마법사는 소속된 진영이나 대동맹에
서만 사용하는 고대 마법에서 추가로 
주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충
성의 능력이 어떠한 고대 주문이라도 
포함한다면, 군대의 각 마법사는 기
존의 다른 주문과 별개로 고대 주문 1
개를 안다는 뜻입니다. 

고유 능력
충성의  능력  중  일부  세트는  다
른  유형의  고유  능력을  포함합니
다. 이러한 경우 충성의 능력 세트
로부터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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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IANCE ABILITIES

A Stormcast Eternals army is an inspiring sight, ranks of warriors in gleaming armour fearlessly 

advancing to liberate the Mortal Realms from their oppressors. Th is page describes the battle traits 

that a Stormcast Eternals army possesses, and the command traits that its general can have.

BATTLE TRAITS

Armies with the Stormcast Eternals allegiance have 

the following abilities:

Scions of the Storm: Stormcast Eternals are transported 

into battle by thunderbolts, hurled by Sigmar’s own hand.

Instead of setting up a Stormcast Eternals unit on 

the battlefi eld, you can place it to one side and say that 

it is set up in the Celestial Realm. You can do this with 

as many units as you wish. In each of your movement 

phases, roll a dice for each of these units. 

On a roll of 1 or 2 the unit does not arrive this turn – you 

can roll for them again in subsequent turns. 

On a result of 3 or more, the unit is transported to the 

battlefi eld – set up the unit on the battlefi eld more than 

9" from any enemy models. Th is is their move for that 

movement phase. 

If a unit is still in the Celestial Realm when the battle 

ends, it is considered to be slain.

COMMAND TRAITS

In addition to their command abilities, if they are a 

Hero, the general of a Stormcast Eternals army can 

have a command trait from the list below. Pick the trait 

that best suits your general’s personality. Alternatively, 

you can roll a dice to randomly determine a trait. If, for 

any reason, you must select a new general during a battle, 

immediately generate a trait for them.

 D6  Command Trait

 1   Shielded by Faith: When your general suff ers a 

mortal wound, roll a dice. On a roll of 5 or more, 

that mortal wound is ignored.

 2  Consummate Commander: Choose one other 

Hero in your army. While your general is alive, the 

model you chose can also use any command abilities 

it may have, as if it were your general.

 3  Cunning Strategist: Once both armies are set up, 

but before the fi rst battle round begins, select D3 

friendly Stormcast Eternals units. Th ey can each 

make a move of up to 5".

 4  Zealous Crusader: Your general can re-roll their 

charge distance.

 5  Staunch Defender: Your general and all friendly 

Stormcast Eternals units within 6" add 1 to their 

save rolls if they have not charged this turn. Th is 

modifi er does not stack with the save roll modifi er 

for being within or on a terrain feature.

 6  Champion of the Realms: Choose one of your 

general’s weapon profi les (it cannot be a weapon 

used by a mount if they have one) and increase its 

Attacks characteristic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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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FACTS OF POWERTh ese artefacts are craft ed in the forges of Sigmaron. Th ey can be blessed weapons, enchanted armour 

or more esoteric items, from magical potions or charmed trinkets to inspiring banners, but all are 

potent tools in the hands of the Stormcast Eternals.If a Stormcast Eternals army includes any Heroes, then 
one may bear an artefact of power. Declare which Hero has 
the artefact aft er picking your general, and then pick which 
artefact of power the Hero has. Ideally, that artefact should 
fi t the appearance of the model, or the heroic backstory you 
have given them. Alternatively, pick one of the following tables and roll a dice to randomly select one.

If the Hero is a Totem, they may wield an item from the Treasured Standards table instead of any other artefact. If the 
Hero is a Lord-Castellant, Lord-Veritant or Knight-Azyros, 
they may bear an item from the Mystic Lights table instead of 
any other artefact. You may choose one additional Hero to 
have an artefact of power for each warscroll battalion in your 
army. Th e same model cannot have more than one artefact. 

BLESSED WEAPONSAny Stormcast Eternals Hero can be given one of the following blessed weapons. 
Th e weapon picked to be blessed cannot be a weapon used by a mount. 

D6  Blessed Weapon
 1  Strife-ender: Th is sigmarite weapon has been energised with runes of emancipation and liberation from evil.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 Strife-ender. Add 1 to the Attacks characteristic of this weapon. Add 2 instead if all of the weapon’s attacks are directed against a Chaos unit.

 2  Blade of Heroes: Th is shining blade glows bright in the presence of a truly dire threat, bolstering the warrior spirit of the wielder until no task seems insurmountable.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 Blade of Heroes. Re-roll failed hit rolls made with this weapon that target Heroes or Monsters. 

 3  Hammer of Might: When the bearer strikes true, this noble weapon unleashes a thunderclap of energy that can shatter every bone in the victim’s body.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 Hammer of Might. Wound rolls of 6 or more for this weapon cause double damage.

 4  Fang of Dracothion: Blessed by the stormy breath of the zodiacal godbeast Dracothion, this weapon’s void-cold bite is so fi erce that even a slight slash can be fatal.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 Fang of Dracothion. Re-roll any wound rolls of 1 for this weapon.

 5  Obsidian Blade: In the lightning-spewing volcanoes of the Sicklestar Peaks, the Obsidian Blades are forged. Th eir edges are so sharp they can cut bone like butter.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n Obsidian Blade. Improve the Rend characteristic of this weapon by 1 (if it has a Rend characteristic of ‘-’ it becomes -1).

 6  Gift  of the Six Smiths: Some Stormcast Eternals, when reforged aft er a truly valorous death, will fi nd their weapons remade as well, perfect examples of the Six Smiths’ craft  that guide the bearer to his kill.
   Pick one of this Hero’s melee weapons to be a Gift  of the Six Smiths. In each turn you can re-roll one hit, wound or damage roll for an attack made with this weapon.

이  너글  군대는  너글  전투의  서에  나오는  사악한  용병  부대의  부패한  요괴들뿐만  아니라  악마의  쥐  전투의  서에  
나오는  악마의  쥐들  모두로  구성됩니다 . 모든  부대에  너글 키워드가  있으므로  부대에서는  너글이  가진  충성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