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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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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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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은 전투 내 모델 그룹이 1개
만 남을 때까지 부대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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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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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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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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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

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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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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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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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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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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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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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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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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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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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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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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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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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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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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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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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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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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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단계

1

영웅 단계

2

이동 단계

3

총격 단계

4

공격 단계

5

전투 단계

6

전투 위기 단계

주문을 시전하여 영웅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전장에서
부대를 이동하십시오.
미사일
무기로 공격하십시오.
부대로
전투에서 공격하십시오.
근접전 무기로
맹렬히 공격하십시오.
피해당한 부대의
사기를 시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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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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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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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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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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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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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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부대로부터 3인치 반경에서 일
반 이동하는 부대는 정지하거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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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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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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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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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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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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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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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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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자 부대가 사슬의 사신 무리에게 발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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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가 총격하거나 전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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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무기

공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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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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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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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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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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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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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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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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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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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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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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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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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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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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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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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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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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는 본인의 영웅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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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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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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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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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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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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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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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야 할 때 굴 하 지 않 는 다 고 말 할 수 있 습 니 다. 이 러 한 경
우 해당 부대에 대해 실패한 구출 주사위를 단계 종료 전까지
다시 던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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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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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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및 완화 관련 규칙에서는 모델
경치 표
이 지형 특성을 가로지르거나 완화
할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지형 SCENERY
특
DICE
D6FACES
경치 규칙
성은 양측 모두에 아군으로 간주하며
저주받음: 영웅 단계 시작 시 저주받은 지형 특성으로부터 1
1
공격 타겟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치 반경에 있는 아군 부대 하나를 선택하여 희생할 수 있습
SCENERY DICE FACES
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대는 D3 치명상을 입지만, 플레이어는
SCENERY DICE FACES
다음 영웅 단계 전까지 타격 주사위 1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SCENERY DICE FACES
마력: 마법사들이 마력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
있다면, 마법사에 대한 시전 또는 해제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하십시오.
SCENERY DICE FACES
2

SCENERY DICE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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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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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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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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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신비의 지형 특성으로부터 1인치 반경에서 모델에게
부상이나 치명상을 할당할 때마다 주사위를 굴리십시오. 6+
부상 또는 치명상의 경우 무효화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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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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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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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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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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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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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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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1

Territory

Territ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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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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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ET-UP

Both warlords
roll oﬀ, and the
winning team
must pick a territory
and set up ﬁrst.
The opposing
team then sets
up their army
in
the remaining
territory. Units
must be set up
wholly
own territory more within their
than 9" from
enemy territory.

Terr

Territory

Objective
1-2

5

Objective
Objective

GLORIOUS

Territory

Objective
1-2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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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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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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
victory point is
scored if the generall
was the enemy
warlord’s general.
Each objective
is worth
points to the coalition D3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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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Coalition A
Territory

6

목표로의 또는 목표로부터
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항상
표시 장치의 중심으로 또는
중심으로부터 측정합니다.

VICTORY

The coalition that
has
most victory points scored the
(see below) at
the end of the
ﬁ ft h
a major victory. battle round wins
In the case of a
tie,
both coalition
s win a minor
victory.

3

Objective

ito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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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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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nts as
their
move for that movemen
t phase.

Objective

Objective

PRIORITIES

4

COALI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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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PLAN

CHANGING

Often the goals
for
and change, forcinga battle will shift OBJECT
IVES
an army to ﬁrst
attack in one direction
This battle is fought
and then
to control
another, or to
two objectives,
stubbornly defend
one
an objective at
territory. However in each side’s
one
,
launch an all-out moment and
the two objective the locations of
assault the next.
s may change each
battle round.

place at
confusing
n to
ﬁeld is a
uncommo
A battle
it is not
dly
night, when where other frien
of
be unsure
let alone
located,
forces are
y.
the 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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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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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Objective
3-4
Coalition B
Territory

Objectiv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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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전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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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첫 번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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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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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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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치 반경에서 벗어나
배치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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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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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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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군 영토

내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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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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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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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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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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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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굴리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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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전투에 대해 부대에 키워드
를 지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전투 기간 동
안 부대를 전투 스크롤에 지정된
키워드로 취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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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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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모든 전투 스크롤에는 스크롤
이 설명하는 모델에 적용되는 키워드
목록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규칙에서
키워드 볼드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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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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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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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사용한 후에
전투를 첫 전투 라운드로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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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스크롤 대대

대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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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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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전투 스크롤 대대
를 포함하면 추가 보너스
2개가 부여됩니다.
• 군대에 포함된 전투 스크롤
대대마다 전투 시작 시 지휘
포인트 1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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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 성 의 능 력 에 관 한 규 칙
을 사용하는 경우(페이
지 17~18), 군대에 포함
된 각 전투 스크롤 대대에
대해 힘의 장치를 추가로
1 획득합니다.

대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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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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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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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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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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Harb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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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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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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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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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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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M OF BATTLE:
GHUR,
THE REALM OF BEAST
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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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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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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hur, also known as

REALMSCAPE FEATURES

WILDFORM

D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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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NSTROUS BEASTS

After set-up, each player
can set up a
Monster that is not a Hero,
starting
with the player that ﬁnished
setting
up their army ﬁrst. These
monsters
are called ‘monstrous beasts’
in the
rules that follow. They are
not part of
either army. A monstrous
beast can
be set up anywhere on the
battleﬁ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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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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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f a battle takes place in
this realm, the player that
picked the realm can roll
dice and look up the result
a
on the table below to see
which realmscape feature
rule applies for the battle.
The result applies to both
players.

The wizard transforms their
allies
into swift-moving bestial
forms.

3
세계의 고유 마법

The following Realm of
Battle rules can be used
for battles fought in the
Realm of Beasts.
Mortal Realm

REALMSPHERE MAGIC

Wizards know the following
spell
in battles fought in this
realm, in
addition to any other spells
that
they know.

3

Realmscape Feature
Savage Hinterlands: It
seems the lands of this region
pose no
threat, at the moment.
This realmscape feature
has no eﬀect on the battle.
Hungering Animus: Even
the landscapes are possessed
predatory instinct, using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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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ﬀers
D3 mortal wounds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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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 phase suﬀers 1 mortal enemy unit at the start of their
wound unless they ﬁnish
charge phase within 3" of
that
an enemy model. In addition,
re-roll hit rolls of 1 for units
you can
that have made a charge
move in the
same turn.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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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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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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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능력
의 동맹 부대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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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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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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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특성

군대 충성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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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포함된 부대 4개마다 하나가
동맹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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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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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 의 대격전 프
로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폭풍 전사 군대는 다른 명령
진영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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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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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전투 스크롤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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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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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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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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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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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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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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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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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