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ne Wall 카드는 당신의 덱에 섞지 않는다. 소환사의 참조 카드에 목록 되어 있
는 Vine Wall을 가진 각 플레이어는 대신에 전장 밖에 Vine Wall 더미를 만들어 
게임을 시작한다. 카드가 플레이어에게 Vine Wall의 배치를  지시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Vine Wall 더미에서 제거하여 지시하는 곳에 그것을 배치한다. Vine 
Walls는 다음을 예외로 모든 목적에 대해 Wall 카드로 고려한다. 예외 1. Vine 
Walls는 2의 생명 포인트를 가진다. 2. Vine Walls는 다른 Wall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전장 어느 칸이나 배치할 수 있다. 3. 유닛은 Vine Wall을 포함하는 칸위로 
배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유닛이 Vine Wall을 포함하는 칸에서 벗어날 경우 
주사위 1개를 굴린다. 3이하의 결과는 그 유닛이 상처 마커 1개를 받고 Vine 
Wall 칸을 벗어날 수 없다. 4이상의 결과는 일반적인 이동을 한다. 4. Vine Wall
이 있는 칸에 유닛이 있어도 공격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플레이어는 공격하기 
전에 유닛인지 Vine Wall인지 선언해야만 한다. 5. Vine Wall이 파괴 된다면, 매
직 더미로 가는 대신에 소유자의 Vine Wall 더미로 되돌려 놓는다. 더 포괄적인 
Vine Wall 규칙은 룰북의 4페이지를 보면된다.

Glurblub이 적 유닛을 파괴한다면, 
그 유닛이 있던 칸에 Vine Wall을 
배치한다. Glurblub는 Vine Wall
에서 이동해 나갈때 주사위를 굴리
지 않는다.

Turt는 차례 당 1칸 까지만 이동
할 수 있다. 상대가 Turt에게 공격 
굴림을 한다면 Turt는 공격 받는 
중에 단지 5이상의 주사위 결과에 
대해 상처 마커를 받는다.

Mik가 공격 한다면, 그가 인접한 
각  Vine Wall에 대해 그 공격 동안 
공격 값에 1을 더한다. Mik는 Vine 
Wall에서 이동해 나갈때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차례 당 한 번, Prong이 1개 이상
의 상처 마커를 받는 다면, 그 상처 
마커들을 무시하기 위해 인접해 있
는 Vine Wall 1개를 파괴할 수 있
다. Prong은 Vine Wall에서 이동
해 나갈때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Boarboon을 소환한 차례에 
Boarboon의 공격 값에 1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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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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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wordsman은 다른 유닛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빈 칸을 
만나면 이동을 끝내야만 한다. 
이 Swordsman은 Vine Wall에서 
이동해 나갈때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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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Rat이 공격한 후에 당신은 이 
Swamp Rat에서 2칸 이내의 당신이 
제어하는 Wall에 인접한 곳에 이 유닛을 
배치할 수 있고, 그 Wall에 상처 마커 
1개를 배치한다. 이 Swamp Rat이 아군 
유닛에게 공격 당한다면, 즉시 당신의 
버린 더미에 이 Swamp Rat을 배치한다.

당신이 제어하는 각 Vine Wall에 
대해 이번 차례가 끝날 때까지 최대 
5개까지 Glurblub의 공격 값에 1
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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