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노르로 회기)

당신이 최소 1개의 Elven(엘프) 성채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용하라.

포위되지 않은 각 엘프 성채에 대해 
그 지역에 있는 엘프 부대 유닛들과 
같은 수의 주사위를 굴리고(최대 5개까지) 
"6"의 결과마다 그 부대에 대해 1개의 
명중을 가진다.

DEADLY STRIFE
(죽음의 투쟁)

양 군대는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모두에 주사위 2개를 추가한다.

(투지의 우르크하이)

만약 Saruman(사루만)이 플레이 중이고 
Isengard(아이센가드) 유닛을 포함하는 
부대가 성채를 포위하고 있다면 플레이 
하라.

성채를 공격 한다. 이 포위 전투는 1번의 
전투를 하는 대신에 3번의 전투 라운드로 
지속된다. 첫 번째 라운드에 자유 민족 
플레이어는 이 전투에 동반자가 있지 않는 
한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ONSLAUGHT
(맹공격)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장자를 제거한 후, 당신의 유닛들에게 

추가로 명중을 4번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의 유닛들에게 가한 각 명중에 대해 

주사위 1개를 굴리고 각 4+의 결과는 
적에게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데네소르의 어리석음)

만약 Minas Tirith(미나스 티리스)가 
암흑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이 카드를 플레이 한다면, 미나스티리스에 
있는 자유 민족 지도자 1개를 즉시 
제거한다.
"데네소르의 어리석음"을 플레이하고 
있다면, 그 곳에 있는 자유 민족 플레이어 
는 미나스티리스에서 싸웠던 전투에 대해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자유 민족 플레이어는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를 사용하거나, 미나스티리스 
에 Gandalf(간달프)혹은 Aragorn(아라곤) 
이 있다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  
    하여 강제로 "데네소르의 어리석음"   
      카드를 제거할 수 있다.  

DEVILRY OF ORTHANC
(오르상크의 악행)

만약 Isenguard(아이센가드)
군대 유닛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군대가 성채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하라.

(절망의 날)

모든 암흑 국가들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서부의 의지 결과로 보이는 모든 사용하지 
않은 자유민족의 주사위를 제거하라.

RELENTLESS ASSAULT
(끈질긴 공습)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당신의 유닛들에 대해 2번까지

명중을 가할 수 있다.
당신이 가한 각 명중에 대해 당신의 전투 

주사위 굴림 모두에 1을 더한다.

(위협과 약속)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위협과 약속"이 플레이 중이라면, 자유 
민족 플레이어는 소집 행동 주사위를 
사용하여 정치 트랙에 있는 
Passive(소극적) 국가를 이동할 수 없다.
당신은 공격 혹은 동반자의 특수 능력 둘 
중 하나로 정치 트랙에 있는 자유 민족 
국가가 이동 하는 즉시 테이블에 있는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DEVILRY OF ORTHANC
(오르상크의 악행)

만약 Isenguard(아이센가드)
군대 유닛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군대가 성채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하라.

(불행한 소식)

Fellowship(원정대) 혹은 Companion
(동반자) 둘 중 하나가 "전쟁" 상태가 아닌 
자유 민족 국가 경계 지역 이내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그 국가의 정치 카운터를 정치 트랙에서 
한 칸 뒤로 이동 시켜라.
그리고 자유 민족 플레이어는 지도자 혹은 
그 국가의 부대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제거해야만 한다.

GREAT HOST
(위대한 주인)

만약 전투와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상자들을 제거한 후에 당신의 부대 

유닛들이 적 부대 유닛들 보다 
최소 2배가 된다면, 자동으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



(암흑군대 집결)

세(3) 지역까지 암흑군대 1부대를 
이동하라. 이 이동은 이미 다른 
암흑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끝내야 한다(그곳은 포위 되어 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 지역들은 부대 이동의 
목적에 대해 자유로워야만 하고, 이동 
경로에 있는 암흑 유닛을 데리고 가거나 
떨구어 둘 수는 없다
(예외 로 처음에 부대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MUMAKIL
(코끼리 무마킬)

Southrons & Easterlings(남부인과 
동부인) 정예 유닛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만약 지도자 재굴림 후에, 당신의  

상대보다 더 많은 명중을 가한다면
(자유 민족이 전투 카드를 사용해 우선  

전투 공격으로 명중을 가한 것도 포함),  
추가로 명중 1개를 가한다.

(늘어나는 암흑군대)

두(2) 지역까지 암흑군대 2부대를 
이동하라. 이 이동은 이미 다른 
암흑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끝내야 한다(그곳은 포위되어 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 지역들은 부대 이동의 
목적에 대해 자유로워야만 하고, 이동 
경로에 있는 암흑 유닛을 데리고 가거나 
떨구어 둘 수는 없다(예외로 처음에 
부대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MUMAKIL
(코끼리 무마킬)

Southrons & Easterlings(남부인과 
동부인) 정예 유닛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만약 지도자 재굴림 후에, 당신의  

상대보다 더 많은 명중을 가한다면
(자유 민족이 전투 카드를 사용해 우선  

전투 공격으로 명중을 가한 것도 포함),  
추가로 명중 1개를 가한다.

(암흑군대의 이동)

만약 모든 암흑 국가가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4개의 다른 암흑군대는 각각 한 지역까지 
이동하라.

SWARM OF BATS
(박쥐 떼)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의 효과를 취소한다.

만약 자유 민족 플레이어가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한 모든 주사위에 1을 더한다.

(마술사 왕의 귀환)

Witch-King이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Witch-King을 Angmar(앙그마르)로 
이동하고 그 지역에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하고, 사우론 정예 유닛 
1개를 모집한다.

SWARM OF BATS
(박쥐 떼)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의 효과를 취소한다.

만약 자유 민족 플레이어가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한 모든 주사위에 1을 더한다.

(던랜드인의 분노)

Isengard(아이센가드)가 "전쟁"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북부 혹은 남부 Dunland(던랜드)에 
인접한 자유지역에 아이센가드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한다.
당신은 역시 북쪽 던랜드 그리고/또는 
남쪽 던랜드에서 이 지역으로 아이센가드 
유닛(정규 혹은 정예) 4개까지 이동할 수 
있다. 

RELENTLESS ASSAULT
(끈질긴 공습)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당신의 유닛들에 대해 2번까지

명중을 가할 수 있다.
당신이 가한 각 명중에 대해 당신의

모든 전투 주사위 굴림에 1을 더한다.

(움바르의 해적선)

만약 Southrons & Easterlins (남부인과 
동부인)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Umbar(움바르)에서 Gondor(곤도르)해안 
지역으로 암흑군대 1부대를 이동하라.

만약 그 지역에 자유민족 군대가 있다면, 
전투를 시작한다. 공격자 암흑 군대는 
자유민족 군대가 이미 포위되어 있지 
않는한 공격을 중단할 수 없다.

DEADLY STRIFE
(죽음의 투쟁)

양 군대는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모두에 주사위 2개를 추가한다.



(반 오크들과 고블린 인간)

Isengard(아이센가드)가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군대가 있는 지역에 아이센가드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한다.

WE COME TO KILL
(우리는 죽이러 왔다)

암흑 정예 유닛이 전투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에서
사상자를 제거한 후,

암흑 정예 유닛들만 추가 공격
(최대 5개까지)을 사용하고

각 5+결과는 1개의 명중을 가한다.

(트롤: 오로그 하이)

Sauron(사우론)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군대가 있는 지역에 사우론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한다.

WE COME TO KILL
(우리는 죽이러 왔다)

암흑 정예 유닛이 전투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에서
사상자를 제거한 후,

암흑 정예 유닛들만 추가 공격
(최대 5개까지)을 사용하고

각 5+결과는 1개의 명중을 가한다.

(언덕 트롤들)

Sauron(사우론)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게임보드에  어디에 있든 사우론 일반 
유닛 2개를 사우론 정예 유닛 2개로 
교체한다.

WE COME TO KILL
(우리는 죽이러 왔다)

암흑 정예 유닛이 전투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에서
사상자를 제거한 후,

암흑 정예 유닛들만 추가 공격
(최대 5개까지)을 사용하고

각 5+결과는 1개의 명중을 가한다.

(새로운 세력의 봉기)

Saruman(사루만)이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Orthanc(오르상크)에 Isengard(아이센가 
드) 유닛(정규 혹은 정예) 2개와 각 북쪽과 
남쪽 던랜드에 아이센가드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한다.

GREAT HOST
(위대한 주인)

만약 전투와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상자들을 제거한 후에 당신의 부대 

유닛들이 적 부대 유닛들 보다 
최소 2배가 된다면, 자동으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

(모르도르를 받드는 많은 왕들)

서로다른 3지역의 Southron&Easterlings 
(남부인과 동부인) 정착지 각각에 
남부인과 동부인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하라.

GREAT HOST
(위대한 주인)

만약 전투와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상자들을 제거한 후에 당신의 부대 

유닛들이 적 부대 유닛들 보다 
최소 2배가 된다면, 자동으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

(밝혀진 왕)

Aragorn(아라곤)이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Minas Morgul(미나스 모르굴)에 
Nazgul(나즈굴) 1개와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5개를 모집하라.

RELENTLESS ASSAULT
(끈질긴 공습)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당신의 유닛들에 대해 2번까지

명중을 가할 수 있다.
당신이 가한 각 명중에 대해 당신의

모든 전투 주사위 굴림에 1을 더한다.



(안개 산들에 드리운 암흑들)

Moria(모리아) 혹은 Mount Gram(마운트 
그램) 둘 중 하나에 Nazgul(나즈굴) 1개 
그리고 Sauron(사우론) 유닛(정규나 정예) 
2개를 모집하라.

ONSLAUGHT
(맹공격)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장자를 제거한 후, 당신의 유닛들에게 

추가로 명중을 4번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의 유닛들에게 가한 각 명중에 대해 

주사위 1개를 굴리고 각 4+의 결과는 
적에게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다시 증식하는 오크들)

Dol Guldur(돌 굴드르)에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3개와 Mount Gundabad 
(마운트 군다바드)에 사우론 정규 유닛 
3개를 모집하라.

ONSLAUGHT
(맹공격)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사장자를 제거한 후, 당신의 유닛들에게 

추가로 명중을 4번까지 가할 수 있다.
당신의 유닛들에게 가한 각 명중에 대해 

주사위 1개를 굴리고 각 4+의 결과는 
적에게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동쪽에서 온 무리)

만약 Southron & Easterling(남부인과 
동부인)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Sauron(사우론)과 동부국 이내에 있는 
자유 지역에 남부인과 동부인 정규 유닛 
5개를 모집하라. 이 지역은 지도의 동쪽 
외각에 인접해야만 한다.

DEADLY STRIFE
(죽음의 투쟁)

양 군대는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모두에 주사위 2개를 추가한다.

(깨어난 몬스터들)

각 Angmar(앙그마르), Ettenmoors 
(에턴무어스)와 Weather Hills(웨더 힐스) 
에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1개와 
Trollshas(트롤샤스)에 사우론 정예 유닛 
1개를 모집하라. 

DESPERATE BATTLE
(악전고투)

양쪽 부대는 그들의 모든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오랫동안 계획한 전쟁을 위한 소집)

만약 모든 암흑 군대가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Gorgoroth(고르고로스)에 Southron & 
Easterling(남부인과 동부인) 정규 유닛 
5개와 Nurn(누른)에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5개를 모집하라. 

DESPERATE BATTLE
(악전고투)

양쪽 부대는 그들의 모든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모르도르의 구덩이들)

Sauron(사우론)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서로다른 3개의 사우론 성채 각각에 
사우론 정규 유닛 2개씩 모집하라.

DESPERATE BATTLE
(악전고투)

양쪽 부대는 그들의 모든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안개 산들에 암흑들)

이제 "쉘롭의 둥지"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한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추적 
풀에 이 타일을 추가한다.

ONE FOR THE DARK LORD
(어둠의 군주를 위한 단 하나)

만약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나에게 반지를 넘겨라!)

이제 "나에게 반지를 넘겨라!"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한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추적 
풀에 이 타일을 추가한다.

ONE FOR THE DARK LORD
(어둠의 군주를 위한 단 하나)

만약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오크 순찰)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없다면, 플레이하라.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온다.
만약 그 타일이 눈이 보이거나 혹은 
원정대 특수 타일 이라면, 효과없이 
타일을 제거한다.
그 외에는 성공적인 추적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CRUEL AS DEATH
(죽음 같은 잔혹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2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2를 빼고 
당신의 전투 굴림 주사위결과에

1을 더한다.

(반지는 내꺼야!)

이제 "반지는 내꺼야!"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한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추적 
저장소에 이 타일을 추가한다.

ONE FOR THE DARK LORD
(어둠의 군주를 위한 단 하나)

만약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이실두르의 파멸)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없다면, 플레이하라.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온다.
만약 그 타일이 눈이 보이거나 혹은 
원정대 특수 타일 이라면, 효과없이 
타일을 제거한다.
그 외에는 성공적인 추적에 대한 규칙을 
따르고, 예외로 반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적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CRUEL AS DEATH
(죽음 같은 잔혹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2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2를 빼고 당신의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그들은 쉬지 않고 갔다)

이제 "그들은 쉬지 않고 갔다"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한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추적 
저장소에 이 타일을 추가한다.

ONE FOR THE DARK LORD
(어둠의 군주를 위한 단 하나)

만약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깊숙한 곳에서 나온 악취나는 것)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없다면, 플레이하라.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온다.

만약 그 타일이 눈이 보이거나 혹은 
원정대 특수 타일 이라면, 효과없이 
타일을 제거한다.

그 외에는 성공적인 추적에 대한 규칙을 
따르고, 예외로 반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임의의 
동반자를 제거하여(가능 하다면) 추적 
피해를 줄여야만 한다(원정대에 동반자가
   없지 않는한).

THEY ARE TERRIBLE
(그들은 최악이다)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1을 빼고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시체들의 빛)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없다면, 플레이하라.

주사위 3개를 굴리고 각 4+의 결과에 
대해 타락 점수 1점을 추가한다.
만약 Gllum(골룸)이 안내자라면, 대신에 
각 "6"의 결과에 대해서 타락 점수 1점을 
추가한다.

DREAD AND DESPAIR
(공포와 절망)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Nazgul(나즈굴)의 지도력 
1점 이상을 박탈한다.

상대의 전투 굴림 동안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당신이 박탈한 모든 점수 보다 

1점 적은(최소 1개)전투 주사위를 굴린다

(나즈굴 순찰)

만약 원정대가 원정대 트랙에서 1보다 
높은 단계라면, 플레이하라.

Nazgul(나즈굴)을 원하는 만큼 이동하라.
그리고 만약 최소 1개의 Nazgul(나즈굴)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원정대는 
노출된다.

FOUL STENCH
(지독한 악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나즈굴 지도력이 자유민족 지도력 
이상이라면, 자유민족 지도자 재굴림은 

취소된다.

(가혹한 날씨)

만약 원정대가 원정대 트랙 단계가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원정대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 시켜라.

CRUEL AS DEATH
(죽음 같은 잔혹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2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2를 빼고 당신의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나즈굴의 습격!)

만약 원정대가 원정대 트랙 단계가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원하는 만큼 Nazgul(나즈굴)을 이동 
시켜라.
그리고 만약 최소 1개의 나즈굴이 원정대 
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테이블에 
있는 자유민족 인물 이벤트 카드 1장을 
제거하나 혹은 Hunt(추적) 굴림을 하거나 
(마치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원정대를 이동
     것처럼)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BALCK BREATH
(검은 숨결)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으로
최소 1개의 명중을 가한다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족 지도자 1개를 
추가로 제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만약 명중 수가 동반자의 
레벨 이상이라면 전투에 있는 동반자

1개 제거를 선택할 수 있다.  

(모르굴 상처)

만약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플레이하라.

만약 원정대의 현재 타락 상태가 3이하 
라면, 타락 2점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타락 1점을 추가한다.

BALCK BREATH
(검은 숨결)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으로
최소 1개의 명중을 가한다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족 지도자 1개를 
추가로 제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만약 명중 수가 동반자의 
레벨 이상이라면 전투에 있는 동반자

1개 제거를 선택할 수 있다.  



(발록이 오다!)

만약 The Balrog of Moria가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 하라.

발록을 Acivate(활성화) 하라. 활성화한 
발록의 레벨은 2이다. 
만약 발록이 이미 활성화 중이라면, 
대신에 당신은 발록을 포함하는 부대로 
이동 혹은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발록 혼자 
이동 할 수도 있다.
발록이 만약 비활성화 됐을 때 모리아가 
아니라면, 제거한다.

DURIN'S BANE
(두린의 타락)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모리아의
2지역 이내에 있거나 혹은 

발록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전투 주사위 3개를 
사용하여 추가 공격 골림을 한다.

4+으면 명중을 가하고
즉시 결과를 적용한다.

(모리아의 발록)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당신은 만약 원정대가 노출 되거나 
선언되어 모리아를 통해서 지나 가거나, 
혹은 들어 오거나 나간다면, 추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리아의 발록"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그 타일에 눈이 보인다면, 효과 없이 
그것을 버린다. 그 외에는 성공적인 
추적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도시나 혹은 
성채에서 선언을 했다면 가져온 그 타일의 
모든 "노출" 아이콘을 무시한다.
혹은 마치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전투 카드 효과를 사용  
    하기 위해 "모리아의 발록"을 제거
        할 수도 있다.

 DURIN'S BANE
(두린의 타락)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모리아의
2지역 이내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전투 주사위 3개를 
사용하여 추가 공격 골림을 한다.

4+면 명중을 가하고
즉시 결과를 적용한다.

(까마귀 떼들)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Hunt(추적) 굴림을 하기 전에 당신은 모든 
추적 굴림(재굴림 포함) 결과에 대해 1을 
추가하기 위해서 "까마귀 떼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당신은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플레이어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 민족 
도시나 혹은 성채에서 선언을 했다면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THEY ARE TERRIBLE
(그들은 최악이다)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1을 빼고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슬픔과 고역으로 지치다)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슬픔과 고역으로 지치다"를 플레이 
중일 때, 만약 원정대의 동반자가 
사장자를 가진다면 상대의 손(임의의 
선택)이나 혹은 테이블에서 자유민족 
플레이어의 인물 이벤트 카드 중에 하나를 
역시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은 만약 원정대가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지배하는 도시 혹은 성채에서 
선언하게 된다면,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WORDS OF POWER
(위력의 말들)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동반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동반자의 
원정대와 특수능력은 이번 전투 

라운드에서는 취소된다.

(원정대의 분열)
만약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플레이하라.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온다.
만약 그 타일에 눈이 보이거나, 원쟁대 
특수 타일 이라면, 효과없이 그것을 
버린다. 
그 외에는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그 타일과 
같은 수 만큼 동반자를 분리하고 (가능하 
다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그들을 배치 
해야만 한다.
그 타일에 있는 어떤 "노출" 혹은 "정지" 
아이콘은 무시한다.
    만약 Gllum(골룸)이 안내자라면,
       대신에 타락 1점을 추가한다.

DREAD AND DESPAIR
(공포와 절망)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Nazgul(나즈굴)의 지도력 
1점 이상을 박탈한다.

상대의 전투 굴림 동안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당신이 박탈한 모든 점수 보다 

1점 적은(최소 1개)전투 주사위를 굴린다

(반지의 유혹)

만약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플레이하라.

동반자 카운터를 가져 오는 방법으로 
원정대에 있는 동반자 하나를 임의의로 
선택한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동반자와 같은 
레벨만큼 타락을 추가하거나 동반자를 
제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한다.
만약 골룸이 안내자라면, 대신에 타락 
1점을 추가한다.

THEY ARE TERRIBLE
(그들은 최악이다)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1을 빼고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경계하는 눈)

사용하지 않은 암흑 행동 주사위 결과 
중에 3개까지 "눈(eye)"의 결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주사위들을 즉시 Hunt(추적) 상자 안에 
배치한다.

WORDS OF POWER
(위력의 말들)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동반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동반자의 
원정대와 특수능력은 이번 전투 

라운드에서는 취소된다.

(끔직한 주문들)

만약 Nazgul(나즈굴)을 포함한 암흑 
군대가 자유민족 군대와 인접해 있거나 
혹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나즈굴과 같은 수 만큼(최대 5개까지) 
주사위를 굴리고, 모든 5+의 결과는 명중 
1개를 가한다.

DEVILRY OF ORTHANC
(오르상크의 악행)

만약 Isenguard(아이센가드)
군대 유닛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군대가 성채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하라.

(그론드, 지하세계의 충차)

만약 Witch-king(마술사 왕)이 플레이 
중이고 암흑 군대와 함께 성채를 포위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그 성채를 공격하라. 포위 전투는 1번의 
전투 라운드가 아니라 대신에 3번의 전투 
라운드를 가진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동반자가 전투에 
있지 않는한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DREAD AND DESPAIR
(공포와 절망)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Nazgul(나즈굴)의 지도력 
1점 이상을 박탈한다.

상대의 전투 굴림 동안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당신이 박탈한 모든 점수 보다 

1점 적은(최소 1개)전투 주사위를 굴린다

(오르상크의 마법 구슬)

Saruman(사루만)이 플레이 중이라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오르상크의 마법 구슬"을 플레이 중일때, 
당신은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 하기 위해 
이벤트 행동 주사위 결과를 사용한 후, 
당신의 덱 중 하나에서 다른 카드 1장을 
즉시 가져온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오르상크의 마법 
구슬"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를 사용하거나, 아무 
행동 주사위와 엘프의 반지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만약 사루만이 제거 
된다면 이 카드를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CRUEL AS DEATH
(죽음 같은 잔혹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 총합이
2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나즈굴 지도력 총합에서
2를 빼고 당신의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주술의 조삼모사:朝三暮四)

Saruman(사루만)이 플레이 중이라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조삼모사(朝三暮四)"를 플레이 중일때, 
Rohan(로한)은 동반자의 특수 능력
또는 Edoras(에도라스) 혹은 Helm's 
Deep(헬름 협곡)에서 원정대의 선언
또는 에도라스 혹은 헬름 협곡 공격을 
제외하고는 활성화할 수 없다. 
당신은 로한이 적극적이 되거나 사루만이 
제거 된다면,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FOUL STENCH
(지독한 악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나즈굴 지도력이 자유민족 지도력 
이상이라면, 자유민족 지도자 재굴림은 

취소된다.

(반지 악령들이 널리 퍼져있다.)

Nazgul(나즈굴)을 원하는 만큼 이동하라.
그리고 당신은 나즈굴을 포함하는 각 
2개 부대를 이동하거나 나즈굴을 포함하는 
1개 부대로 공격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WORDS OF POWER
(위력의 말들)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동반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동반자의 
원정대와 특수능력은 이번 전투 

라운드에서는 취소된다.



(검은 대장의 명령)

만약 Witch-king(마술사 왕)이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Witch-King이 있는 지역에 
Nazgul(나즈굴) 2개를 모집하거나 혹은 
원하는 만큼의 나즈굴을 이동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Witch-King을 포함하는 
군대로 이동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

FOUL STENCH
(지독한 악취)

만약 Nazgul(나즈굴) 지도력총합이 
1이상이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나즈굴 지도력이 자유민족 지도력 
이상이라면, 자유민족 지도자 재굴림은 

취소된다.

(사루만 - 타락한 마법사)

만약  Isengard(아이센가드)가  
"전쟁"상태이고, Orthanc(오르상크)를 
암흑이 지배하고 있다면(포위되어 
있더라도), 당신은 오르상크에 
사루만을 배치하기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사루만은 오르상크를 떠날 수 없다.

The voice of Saruman
(사루만의 목소리)
오르상크가 암흑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고 포위당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모든 아이센가드 정착지에 정규 유닛 
1개를 소집하거나, 오르상크에 있는 
아이센가드 정규 유닛 2개를 아이센가드 
정예 유닛 2개로 교체할 수 있다.

Servants of the White Hand.
(하얀 손의 종들)
각 아이센가드 정예 유닛은 모든 이동과 
전투 목적에 대해 부대 유닛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도 간주한다.

(사우론의 입 - 바랏두르의 부관)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거나 자유민족 국가들 모두가 
"전쟁" 상태라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암흑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Sauron(사우론) 
성채에 사우론의 입을 등장 시킬 수 
있다. 

Messenger of the Dark Tower.
(검은 탑의 전령)
턴 당 한 번, 당신은 군대 행동 주사위 
1개 대신에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마술사 왕 - 암흑 대장)

Sauron(사우론)과 최소 하나의 
자유 민족 국가가 "전쟁" 상태라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사우론 유닛 최소 1개를 
포함하고 아무 지역에 있는 암흑
군대에 Witch-King을 배치할 수
있다.

모든 자유민족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한다.

Sorcerer.
(마법사)
만약 Witch-king이 전투에 참여 중이
고 당신이 전투의 첫 라운드에서 전투 
카드를 사용한다면, 그 카드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의 카드 덱에서 즉시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지고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