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덤에서 각 플레이어는 고대 무덤의 crypt를 탐험하는 파티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모험을 즐기는 팀 리더이다. 파티는 치명적인 

함정, 고대의 저주, 배고픈 괴물, 그리고 환상적인 보물에 
직면한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모험가는 마지막 crypt가 

비워질 때까지 모집되거나 죽는다.

GUIDED TOUR AND SETUP
THE TOMB: 무덤 보드는 파티들이 모험을 하는 주 
지역이다.
Hallways: 일반 사각 칸.
Crypts and Doors: 파티 모험 시, 괴물, 저주, 함정과 
보물이 보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crypts에 있다. crypt 카드 
여러 장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crypt 안에 특수 규칙이 
있는 곳이 있다. crypt 카드가 없는 곳은 카드 효과와 이동에 
대해 복도 칸으로 고려한다.
Rooms: crypts와 함께 일부 보드에는 작은 특수한 방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다. 특별한 출구가 없고, crypt 카드도 
가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파티가 멈춘다면 특별한 지시를 
포함한다. 어떠한 목적에 대해 복도 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Tomb Entrances: 무덤 주변의 벽에는 횃불과 다른 
색상의 석조물로 표시되어 파티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하나 
이상의 입구가 있다.
Hazards: 위험지대는 그것을 위한 규칙을 가지고 보드에 
특별한 칸이 있다. 보드에 표시되어 있다.

FILL THE TOMB:
시작에 각 플레이어는 파란색 주사위 7개를 굴린다. 가장 많은 
도끼를 굴린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된다. 모든 crypt 카드를 
섞어 한 더미로 만든다. 이것이 crypt 덱이다. 각 플레이어는 
게임 준비를 위해 crypt 카드 3장을 가진다. 선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각 플레이어는 비어 있는 crypt에 crypt 카드 뒷면으로 
놓고, crypt 덱에서 한 장을 가져온다. 모든 crypt에 다 채워질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진행한다. 모든 플레이어는 다 채우고 나서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린다. 준비에서 한 crypt는 crypt에 있는 
출입문 수와 같은 카드를 가지다.

Crypt Cards: 파티는 무덤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각 
crypt에서 뒷면이 회색인 카드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이 crypt 
카드들은 경험치(XP)를 제공하고, 가장 많은 XP를 수집하게 되는 
용감무쌍한 파티는 게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Treasure Traps
파티에 궁극적인 
보상을 준다. 파
티 멤버에 장착 
되거나 경험치를 
저장하게 해준다. 
당신의 손으로 가
는 것이 아니다.

함정 카드

Monsters Curses

몬스터 저주

THE INN: 
단면인 보드이다. 여관은 새로운 캐릭터가 모여 있고, 모집할 수 
있는 주된 큰 지역을 가진다.

CHARACTERS:
뒷면에 초상화가 있다. 캐릭터는 카드 효과를 위해 5 XP로 
간주된다.

INN CARDS: 
아래의 각기 다른 색상의 여관 카드를 해당 보드의 위치에 덱을 
만든다. 해당 덱 옆에 버린 더미를 생성한다. 플레이 동안 각 
카드를 가져와 당신의 캐릭터에 부착한다.
주의: 일부 몬스터는 여관 카드를 부착한다.

Prayers Tacics
(일명 바 카드)

clerics에 의해 
사용된다. 캐릭터는 
prayer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한 개의 
Holiness 주사위 한 
개를 가져야만 한다.

강하지 않다면, 
영리하게 싸워야 한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지만, Rogues가 
가장 좋아한다.

Spells Cryptmaster 
Cards

Wizards와 다른 
magical은 마법을 
주문한다. 캐릭터는 
spell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 magic 주사위 
1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파티가 crypt를 습격할 
때, 때때로 운명은 

파티의 생명을 
위헙한다.

Items 
(일명 대장간 카드)

모험가들이 장착하게
될 장비들이 있다.

FIll THE INN
1. 여관 카드 5종을 뒷면으로 덱을 분리하여 섞는다.
2. 해당 칸에 각 덱을 놓는다.
3. 각 플레이어는 파티 마커를 선택한다. 여관에 모든 마커를 놓는다.
4. 주머니에 캐릭터 타일들을 넣고, 주머니 안에서 타일을 섞는다.
5. 두 번째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각 플레이어는 캐릭터 5개를 

가져온다. 주머니는 여관에 놓는다. 5개 중에 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를 빼도 되지만, 두 번째는 즉시 모집해야만 한다.

6. 각 플레이어는 crypt마스터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

BASIC RULES OF ADVENTURING

RULE “ZERO”
카드가 기본 규칙과 대치된다면, 카드 텍스트를 우선한다.

1. 특성(Traits)은 반응(Reacts) 전에 항상 일어난다.
2. 그 CM(만약 어떠한)은 현재 플레이어부터 각 플레이어는 

시계방향으로 현재 플레이어에 따라 먼저 모든 특성과 
반응을 해결한다.



GOAL
가능한 한 많은 경험치를 수집해야한다. 게임의 끝에 파티 각각의 
경험치를 합친다. 모든 crypt가 정리되면 게임은 끝난다.

ATTACHMENTS
카드들은 다음의 제한에 따라 캐릭터나 몬스터에 부착된다.

Ÿ 캐릭터는 같은 키워드(2개의 “weapon”, 혹은 2개의 
“armor”)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다. “cursed”는 여러 장 
가질 수 있다.

Ÿ Prayers는 최소 1개의 Holiness 주사위를 가지는 
캐릭터에게만 부착할 수 있다.

Ÿ Spells는 최소 1개의 magic 주사위를 가지는 캐릭터에게만 
부착할 수 있다.

Ÿ curses, spells, prayers, items, tactics와 treasure만이 
캐릭터에 부착될 수 있다.

위의 제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제한 사항이 충족 될 
때까지 비-저주 부착을 당신의 파티에 있는 다른 캐릭터로 
옮겨야한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제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하는 비-저주 카드 수를 버려야합니다. 단일 
캐릭터에게 부착할 수 있는 카드의 수에 대한 정확한 제한은 
없다. 카드 효과나 부착 제한으로 인해 지시한 경우에만 카드를 
버릴 수 있다.

ROLLS/ATTRIBUTES
각 캐릭터와 몬스터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attack, skill, 
magic과 holiness. 각 속성은 각 색상의 주사위에 대한 수로 
3가지 수(빈칸은 0이다)를 가진다. 굴림을 하기 전에 특정 속성과 
보너스를 더한다. 도끼 면이 성공 굴림이다. 
Basic(default): 직접적인 수.
Target Number(TN): 굴림이 성공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수
Opposed: 서로 같이 굴려 더 많은 성공이 승리한다.
Combined: 때때로 카드는 한 캐릭터 이상의 굴림을 
요구한다.

IMPORTANT DEFINITIONS
Turn: 한 플레이어의 턴 시작과 다음 플레이어의 턴 시작 
때까지 시간. 카드가 “a turn”을 말한다면, 이것을 의미한다.
Use: 카드는 카드에 action이 주어질 때만 사용된다. 캐릭터 
혹은 몬스터가 action 사용에 대해 다음중 하나를 만족해야한다.

Ÿ 캐릭터 혹은 몬스터에 적혀있다.
Ÿ 이미 부착된 카드에 적혀있거나 혹은 행동동안 부착되어 

있거나,
Ÿ 플레이어가 시작한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

Enemy: 싸우는 상대의 어떤 캐릭터 혹은 몬스터다.
Friend: "아군"은 습격 또는 PVP 전투 중 상대방과 싸우는 
캐릭터 또는 몬스터이다.

CARD TEXT DEFINITIONS
ACTIONS: 행동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Free(자유)”, 
“Turn(턴)“, React(반응)”, 그리고 “Battle(전투)”.

모든 행동은 이들 태그 중 하나로 시작한다(혹은 연결해서).
모든 행동들은 턴 당 한 번이다.
모든 행동들은 선택적이다.
모든 행동들은 당신의 손에서 사용될 수 있다.

Free: 턴 시작 시에 임의의 수의 다른 프리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
Turn: 당신의 1 턴에서 이 행동들을 사용할 수 있다.
Battle: 이 행동들은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다.
React: 이 행동들은 항상 트리거(촉발 혹은 계기) 뒤에 쉼표가 
온다(카드 번역 상 쉼표는 빼고 연이어 번역을 함). 반응은 
트리거가 만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해야한다 (또는 
다시 트리거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함). 트리거가 충족되는 한 
임의의 횟수만큼 다른 반응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액션에 CM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투 중에 캐릭터가 없는 
액션 (반응 포함)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TRAITS
몇몇 카드는 액션이 아닌 텍스트를 가진다. 이 텍스트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특성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특성은 필수다.
당신의 손에서 특성을 사용할 수는 없다.
Triggered: 이 특성은 반응 액션과 같은 트리거에 
반응한다. 이것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Ongoing: 이 특성은 계속진행중인 효과를 가진다. 아이템 
보너스는 이 효과의 유형이다.
Keyword: 이 특성은 카드에 서술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아이템과 보물에서 찾을 수 있다.). 키워드는 항상 카드의 다른 
모든 텍스트보다 위에 있습니다.

Turn
덱들을 섞은 후, crypt를 채운다. 이때 당신의 파티에 모집을 
하고, 무덤을 약탈한다. 원래 선 플레이어의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플레이를 진행한다..
각 턴은 세 페이즈로 구성된다.:

1. 자유행동들을 사용한다.
2. 1 턴 행동을 사용한다.
3. 턴을 끝낸다.

FREE ACTIONS
당신의 파티 혹은 당신의 손에서 카드에 있는 어떤 혹은 모든 
자유 액션들을 사용한다. 다음의 일반 자유행동도 가능하다.
Equip: 한 턴에 몇 번이건 당신의 파티에 있는 캐릭터에게 
손에 있는 카드를 부착시킬 수 있다.
Share: 한 턴에 몇 번이건 당신의 파티에 있는 캐릭터들 
사이에 부착된 비-저주를 이동할 수 있다.
Bank: 여관에 있다면, 부착되어 있는 비 저주 
보물(treasure)를 저축할 수 있다.
Rest: 여관에 있다면, 당신의 파티에 있는 모든 상처 토큰을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의 파티에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부착된 
저주를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여관의 로컬 비숍에 방문할 수 
있다.(이것은 보물이나 캐릭터에 저주 받은 것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갈색 테두리가 있는 진짜 저주만이 가능하다)
Dispel Curse: 한 턴에 한 번, 저주 당 한 번, 저주에 
적혀있는 TN과 파티 전체의 속성을 사용한 성공 굴림으로 
저주를 풀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

TURN ACTIONS
당신의 턴에서 파티는 당신의 파티 혹은 손에서 카드에 있는 턴 
액션 하나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단 턴 액션에 따른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Draw: 당신이 여관에 있고, 당신의 손과 파티에 10장의 
여과카드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면, 여관 카드 2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의 파티에 있는 각 파이터(Fighter)는 10장의 파티 
제한에 대해 1장은 계산하지 않는다.
Recruit: 여관에 있고, 당신의 파티에 다섯 캐릭터 보다 
적다면, 캐릭터 하나를 모집할 수 있다. wizard 하나를 모집하면, 
spell 한 장을 가져온다. cleric 하나를 모집하면, prayer 한 
장을 가져온다. 한 캐릭터가 한 클래스보다 더 많이 가진다면, 각 
적절한 덱에서 카드를 가져온다. 만약 여관에서 하나 이상의 
Pariah가 있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선택에 추가로 그들 중 
하나를 모집해야만 한다. 만약 이것이 다섯 명의 파티보다 많게 
된다면, pariah만 모집해야만 한다.
Move: 무덤에서 10칸 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여관에서 
시작한다면, 무덤 입구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현재 
시작 위치에서 시작한다. 인접한 칸으로 가능하지만 대각은 안 
된다. 벽을 통과할 수 없다. 비어있는 crypt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동 1점을 소비한다. 한 파티 보다 더 많은 파티가 
같은 칸을 차지할 수 있다.
Heal: 당신의 파티에 최소 한 명의 cleric이 있다면, 파티가 
holiness 굴림을 한다. 각 성공은 당신의 파티에서 상처 하나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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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pocket: 만약 당신이 무덤에 있고 rogue가 있고, 최소 한 
아이템 혹은 보물을 가지가 있는 다른 파티와 이동거리 내에 
있다면, pick a pocket(소매치기)를 할 수 있다. 다른 플레이어는 
당신의 rogue를 잡기 위해 그의 파티에 있는 캐릭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rogue와 방어하는 캐릭터 사이에 skill 
시험 굴림을 한다. 성공하면, 당신의 rogue에 다른 파티로부터 
아이템 혹은 보물 하나를 부착한다. 실패한다면, 방어하는 
캐릭터는 당신의 rogue에 성공한 주사위 당 상처 하나를 가하게 
되는 공격 굴림을 할 수 있다.
Return to the Inn(Flee): Turn/Battle: 당신의 현재 위치와 
이동에 상관없이 여관으로 당신의 파티를 이동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게임 효과로 여관으로 이동할 수 없다면, 무덤 입구로 
이동한다. 만약 당신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면, 이 행동을 
사용할 수 없다.
Raid a Crypt: 만약 당신이 crypt 문에 있다면, 인접한 
crypt를 습격할 수 있다.

END OF TURN
각 턴의 끝은 유지 페이즈이다. 순서대로 다음의 각 스텝을 
해결한다.
Pay Mercenaries: 모든 동맹 용병들은 그들의 홈 
플레이어에게 돌아가 그들의 현재 부착된 카드와 함께 완전히 
회복한다(그들이 죽었거나 혹은 다른 파티에 참여했더라도). 만약 
당신의 파티에 어떤 캐릭터가 있다면, 당신의 손에서 선택하여 
카드 두 장 혹은 당신의 부착된 카드에서 선택하여 한 장을 각 
용병에게 줘야만 한다.
Refill Slain Parties: 당신의 파티가 플레이어의 턴 
끝에 캐릭터가 없다면,:

1. 당신의 파티 토큰을 여관으로 이동한다.
2. 캐릭터 주머니에서 캐릭터 하나를 가져오고 당신의 파티에 

추가한다.
파티원이 죽거나 비워지더라도 플레이어의 XP와 핸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Dismiss Extra Members: 만약 당신의 파티에 5개 
캐릭터(혹은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몬스터들)보다 더 많다면, 
5명이 될 때까지, 캐릭터들을 버려야만 한다. 당신은 한 캐릭터가 
버려지기 전에 당신의 다른 캐릭터들에 부착된 카드들을 
이동해야만 한다. 이것은 Cursed 카드들을 이동할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일반 부착 제한을 따라야만 한다(The 
Basics/Attachments 확인).
Cleanup: crypt, 플레이어의 손, 파티 혹은 가져오는 덱에 
있지 않는 모든 카드들을 버린다(청구되지 않은 약탈카드와 같은 
– Death/The Pillage(약탈) Pile 확인). 덱이 다 소진되면 버린 
더미를 다시 섞어서 사용한다.
Is the Tomb empty? 무덤에 있는 crypt에 카드들이  
없다면 게임은 끝난다. 각 플레이어는 부착된 모든 보물과 
저주만큼 저축한 XP를 모두 더한다. 가장 많은 XP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자이다. 같다면 파티에 부착된 가장 많은 XP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자다.

RAID(다음의 목차를 순서대로 진행)
파티가 습격할 crypt를 선택했다면, 습격을 시작한다.
Ÿ 습격하는 파티/플레이어(습격자) - 이것은 그 crypt를 

습격하기 위해 선택한 파티이다.
Ÿ Cryptmaster(CM) - 이것은 그 crypt를 실행하는 

플레이어이고 crypt 문의 기호에 의해 결정된 위험을 
제어하는 플레이어이다. “L”은 플레이어의 왼쪽 플레이어를 
말하고, “R”은 오른쪽 플레이어를 말하고, “LL” 혹은 “RR”은 
해당 방향의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말한다. 몇몇 crypt는 CM 
결정을 위해 대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crypt에서 
살아남은 파티원이 없다면, 그 습격은 종료되고 남은 모든 
카드들은 뒷면으로 그 crypt로 되돌아간다.

Hire Mercenaries: 당신은 무덤에 있는 파티와 
함께하는 플레이어 혹은 어떤 플레이어를 초대할 수 있다. CM은 
초대할 수 없다. 습격 그룹에 임시로 참여할 그들의 파티에서 
캐릭터 하나를 선택한 각 플레이어는 그 턴에 용병으로 간주한다. 
용병 특징이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초대 없이 습격에 
참여한다. 습격하는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타격, 함정 해체에 돕기 
위한 용병을 지정할 수 있고, 전투 라운드동안 액션을 가진다. 
액션을 가지는 한 용병의 턴일 때, 그것의 일반 제어자는 어떤 
액션을 가질 것인지 선택한다(예를 들어 attack, 프린트된 ability 

사용, spell 사용 혹은 다른 여관카드 등등등.). 그러나 그 용병은 
flee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일반 습격 캐릭터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진다. 습격 끝에 용병을 가진 각 플레이어는 습격에서 성공한 
각 Tomb 카드에 대해 1 XP를 받는다(예를 들어 습격 동안 
성공적인 함정 해체, 죽인 몬스터, 그 플레이어에 의해 보물이 
부착되거나 혹은 저장된 것 그리고 저주 풀기). 만약 습격하는 
파티가 Overlord를 죽인다면, 각 용병 플레이어는 5 XP를 
얻는다. 만약 용병이 습격 동안에 죽는다면, 그가 가진 상처와 
죽을 때 부착된 모든 카드와 함께 그 턴의 끝에 살아서 원래 
플레이어에게로 되돌아간다. 다른 경우 습격이 끝나면 그에 
발생한 효과와 함께 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

Begin the Raid:
1. 그 CM은 습격 받는 crypt에 있는 모든 crypt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개 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본다.
2. 습격자는 crypt 안으로 파티 토큰을 이동한다.

Curses: 먼저 CM은 각 저주를 공개하고, 습격하는 파티원에 
그것을 부착한다. 부착된 각 저주에 따라 파티는 즉시 저주를 
떨쳐버리기 위한 시도로 Holiness 확인을 한다. 성공한다면 그 
저주는 저장(bank)된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가 죽거나, 저주가 
해제되거나, 효과가 이동할 때까지 캐릭터에 남는다.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나서 파티는 턴의 끝에 crypt 문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든 남아 있는 crypt 카드들은 뒷면으로 그 
crypt에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함정을 해결할 때이다.

Traps: 만약 거기에 함정을 해결했다면, 다음 섹션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다면, CM은 먼저 함정 해결을 선택하고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CM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읽고, 해체에 필요한 속성과 해체 시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CM은 목표 수를 알리진 않는다. 습격자는 함정 
해체를 시도할 주사위를 굴릴 누군가를 선택한다. 만약 습격자가 
적혀 있는 각 속성의 TN 이상이 된다면, 함정 해체를 성공하는 
것이고, 파티의 경험치 저축에 추가된다! 실패한다면, 함정에 
적혀있는 실패 효과로 고통 받는다. 그 함정은 버린다. 각 함정 
후, 다음 카드가 공개되기 전에 습격자는 crypt의 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즉시 그 턴을 끝낸다. 모든 남아있는 crypt 카드는 
뒷면으로 그 crypt로 돌아간다. 남겨진 것이 없을 때까지 각 
함정 진행을 반복한다.

Monsters: 만약 몬스터가 없다면, 이 섹션은 건너뛰고 
보물을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CM은 몬스터들이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모든 몬스터들을 공개한다. 몇몇 몬스터들은 
공개될 때 끔찍한 효과를 가진다. 이때, 효과가 발동한다. 어떤 
몬스터가 magic 주사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몬스터는 
카드나 crypt에 의해 지시된 것에 추가로 하나의 spell을 가져와 
부착한다. 비슷하게 holiness 주사위를 가진다면, 각각의 
몬스터는 카드나 crypt에 의해 지시된 것에 추가로 prayer 한 
장을 붙인다. 만약 파티가 몬스터가 나타날 때 특수 반응을 
가진다면, 그것은 다음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전투를 시작한다. 
만약 파티가 죽거나 도망간다면, crypt에 남은 모든 crypt 
카드를 뒷면으로 하여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만약 모든 몬스터가 
전투 끝에 죽거나 제거되고, crypt에 습격파티원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 약탈할 때이다.

Treasure: 만약 습격하는 파티의 어느 캐릭터가 도망가지 
않고 crypt에서 몬스터와 함정, 저주에서 살아남는다면, 보상을 
받을 시간이다. CM은 모든 보물을 습격하는 플레이어에게 
건네준다. 이때 습격자는 각 개별 보물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저축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살아남은 파티원에게 부착 될 수 있다.

COMBAT
몬스터 혹은 다른 플레이어와 전투를 할 수도 있다. CM혹은 
몬스터가 방어자이고 습격자가 공격자이다. 파티와 파티 대전은 
공격을 한 플레이어가 공격자이고 다른 플레이어가 방어자이다.

Combat Sequence: 만약 공격자와 방어자가 없다면 
해결은 건너뛴다.

1. 전투 라운드를 시작한다.
2. 이 전투 라운드 동안 아직 전투 액션을 가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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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는 캐릭터 혹은 몬스터는 가능하다면 전투 액션을 
사용한다. 만약 이것이 습격이라면, CM은 전투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전투 라운드 동안 아직 전투 액션을 가지지 않은 
공격하는 캐릭터 혹은 몬스터는 가능하다면 전투 액션을 
사용한다.

4. 다음 중 하나일 때까지 스텝 2부터 반복한다.
a. 아무도 합법적인 전투 액션을 사용할 수 없다.
b. 혹은 방어자가 없다.
c. 혹은 공격자가 없다.

5. 스텝 1부터 반복한다.

Resolution
During a Raid: 만약 남아 있는 공격자가 없다면, 턴은 
끝난다. 만약 방어자가 없다면, 보물 페이즈를 진행한다.

During PvP Combat: 만약 방어자가 없다면, 공격자가 
모든 약탈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방어자는 모든 약탈을 
한다(Death/The Pillage Pile 확인).

Battle Actions: 당신의 파티에 있는 캐릭터는 라운드 당 
한 배틀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카드 혹은 일반 전투 
액션에 따라 다음의 2개중 하나로 적혀있는 전투 액션을 할 수 
있다.
Attack: 적을 공격하기 위해 파티원 혹은 crypt 주민(만약 
당신이 CM이라면)을 선택한다. 만약 당신이 습격하는 
플레이어라면, 공격받을 몬스터를 선택한다. 당신의 캐릭터 혹은 
몬스터는 공격 주사위를 굴린다. 목표에게 성공 당 상처 1을 준다.
Return to the Inn(Flee): Turn/Battle: 당신의 현재 
위치와 이동을 무시하고 당신의 파티는 여관으로 이동한다. 만약 
당신이 여관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계단으로 이동한다. 만약 
당신이 아무 곳에 가지 않는다면, 이 액션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액션은 CM이 사용할 수는 없다.

ACTING IN COMBAT
Presence: 습격하는 플레이어와 현재 용병과 함께하는 
플레이어들은 crypt마스터에 대한 예비를 제외(“CM”이라고 표시된 
효과)하고 습격에서 현재 캐릭터에 부착된 효과와 그들의 손에서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 그 CM은 존재하는 몬스터들의 액션과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소유한 캐릭터들과 “CM”으로 
지시를 가지는 카들의 효과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역시, 그의 
핸드에 있는 cryptmaster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cryptmaster가 습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CM 효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용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습격자 혹은 
CM이 아닌 무덤에 파티가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습격 당 각 
하나의 CM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Location: 캐릭터, 몬스터 또는 여관 카드에 인쇄된 모든 
행동은 현재 전투 중 카드에 있어야한다. 액션들은 전투에서 그들의 
목표를 이동하지 않는 한, 현재 전투에 카드만을 목표할 수 있다.
Traitors(배신자): 캐릭터가 몬스터 파티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은 몬스터 파티를 떠날 때까지 몬스터(캐릭터가 아니다)로 
고려한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다.

DEATH
Dead Characters: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상처를 가지면 
죽고 제거된다.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다른 캐릭터는 주머니에서 
여관으로 추가된다. 버린 더미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죽음”으로 
고려한다. 죽은 캐릭터가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빌린 용병이라면, 
모든 아이템이 여전히 장착되어 있고 체력이 1 점 남아있는 
상태로 그 플레이어에게 반환한다. 플레이어는 여전히 용병을 
빌린 대가로 XP 및 카드 보상을 받는다.
The Pillage Pile: PvP 전투 중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카드는 모두 Pillage Pile에 추가된다.
Monsters: 몬스터가 적중 횟수만큼의 상처를 입었다면 
몬스터가 죽고 즉시 습격자의 XP 뱅크에 추가된다. 몬스터가 
죽을 때, 보물을 포함하여 몬스터에게 부착된 모든 카드를 
버린다. 버린 더미에 있는 모든 몬스터들은 “죽음”으로 고려한다.

VARIANTS

OVERLORDS
오버로드는 악마의 힘을 표현한다. 그들은 무덤 
세력에 명령하고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무시무시
한 광경이다.

Setup: crypt 카드를 crypt들에 놓기 전에, 무덤의 시민들을 
제어할 오버로드 카드를 선택한다. 오버로드를 무작위로 또는 
그룹의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시작하는 플레이어는 모든 
crypt들이 일반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난 후에 그의 선택으로 아무 
crypt에 오버로드를 윗면으로 놓는다.

Special Rules: 다른 crypt 카드가 무덤에 남아 있더라도 
오버로드가 패배했을 때, 게임은 끝난다. 번갈아 가며 오버로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crypt가 비어 있다면, 게임은 끝난다. 
오버로드는 같은 crypt에 보물 이외의 미해결 crypt 카드가 있는 
동안 피해를 받거나, 버려지거나, 파괴 될 수 없다. 오버로드가 
입은 상처와 전투 중에 오버로드에게 부착된 카드는 오버로드가 
사망하거나 특수 효과가 제거 될 때까지 남게 된다. 여기에는 
저주와 여관 카드가 포함된다.

PLAYER VS. PLAYER
일반적으로 파티는 카드 효과의 도움을 받아서만 공격할 수 있다. 
PVP 무덤에서는 그러나 액션은 좀 더 치명적이다! 일반 무덤 
규칙에 더불어 다음의 변경사항을 플레이한다.

Special Rules: 파티가 무덤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떠한 
이유로든 여관으로 돌아올 수 없다. 여관에 못가는 대신에 최대 
20칸 이동할 수 있다. 습격 또는 PVP 전투에서 도망갈 때, 파티 
도망은 습격/전투 위치에서 20칸까지 이동한다. 다른 파티가 있는 
무덤 내에 같은 위치에서 이동을 끝낸다면, 파티는 다른 파티를 
공격할 수 있다. 무덤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는 액션을 수행한다.: 
“턴: 무덤에서 캐릭터가 죽는다면 당신의 저축해놓은 최소 10 
XP를 버려야한다.” 만약 파티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죽는다면, 그 
파티는 제거되고, 그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아웃이다. 만약 한 
플레이어만이 게임에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QUICK REFERENCE GUIDE

FREE ACTIONS(START OF TURN)
파티원에게 카드 장착(Equip)

파티원 사이에 카드 공유(Share)
보물 저축(여관에서만)

상처 치료를 위해 휴식(Rest)과 저주 버리기(여관에서만)
당신의 파티에 저주 풀기

당신의 파티 카드에 적혀있는 자유 액션 수행하기

ORDER OF CRYPT CARDS
REVEALED IN RAIDS

Curses(all at once-한 번에)
Traps(one at a time-한 번에 하나)

Monsters(all at once-한 번에)
Treasures(all at once-한 번에)

TURN ACTIONS(ONE PER TURN)
Draw two Inn cards(Inn only)

Recruit one character, plus a Pariah(if any)(Inn Only)
Move within the Tomb

Heal your party
Pickpocket another party in the Tomb

Flee to the Inn
Raid one crypt

Perform one turn action printed on your party’s c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