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d Fortune
(좋은 행운)

전투 명령 동안 공격자라면, 
당신은 가장 낮은 주사위 결과
를 다시 굴릴 수 있다.

Xenophobic
(국수주의)

한 faction으로만 구성된 유닛
이면, 다른 faction에 대해 추
가 공격 주사위 2개를 얻는다.

Fragile
(취약함)

이 유닛이 피해를 가질 때마다 
추가로 1점의 피해를 가한다.

Spearmen
(창병)

기병에 대해 방어 주사위 1개
를 추가로 얻는다.

Deadly
(치명적)

critical hit를 얻기 위해 6보
다 1작은 것을 굴릴 수 있다.

Trample
(짓밟음)

보병 혹은 기병을 공격할 때, 
추가로 2개의 공격 주사위를 
얻는다.

Heavy Armor
(중갑 갑옷)

근접 전투 공격에 대해 1개의 
방어주사위를 추가로 얻는다.

Precision
(조준사격)

firing into melee에 대한 
penalty를 무시한다.

Call The Iron 
Rain

(강철 비를 
부르다)

당신의 다른 Han 아군 유닛들
에게 원거리 전투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마치 사거리에 있
는 것처럼 이 유닛에 인접한 
적 유닛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원거리 전투를 위해 다른 페널
티와 방해는 일반적으로 적용
한다.

Calculating
(계산적)

control of terrain에 인접하
거나 위에 있는 적 유닛에게 
패배한다면, 승점 1점을 얻는
다.

Hustle
(재촉)

이동 명령으로 이 유닛을 
push 한다면, 당신은 그 명령
에 대해 추가로 2 이동 포인트
를 얻는다.

Mobility
(기동성)

breakaway 공격을 받지 않는
다.

Charger
(군마)

만약 적 유닛에게 인접하여 이
동 명령을 끝낸 다면, 다음 근
접 전투 명령에 대해 1 적은 
명령 포인트 비용이 든다.

Healing
(치유)

이 유닛이 언데드가 아니거나 
유닛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유닛에게 자신의 down된 
white circle 피규어 중 하나
를 시작 위치로 되돌리는 특별
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능력은 이 유닛의 준비된 
HEALING 아이콘 수를 초과하
는 hit point 수치로 되돌릴 
수는 없다.

The Han Dynasty        The Egyptian Imperium

Fire Arrows
(불 화살)

원거리 전투 명령으로 피해
를 준다면, 목표
에 대해 추가로 명중 1을 가
한다.

Spearmen
(창병)

기병에 대해 방어 주사위 1
개를 추가로 얻는다.

Aggressive
(공격적)

적 유닛에 인접하여 이동 명
령을 끝낸다면,  이번 차례
의 다음 근접 전투 명령으로 
추가로 1 개의 공격 주사위
를 얻는다.

Regeneration
(재생)

당신의 턴 시작에 이 유닛은 
시작 위치로 downed된 피규
어 한 개를 되돌려 놓는다.

Concentrated 
Attack

(집중 공격)

근접 전투 명령을 내린다면, 
방어자에 한 개의 준비된 흰
색-원 피규어를 선택할 수 
있고, 공격으로부터 모든 피
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 
번 downed 되면 남은 피해
는 버린다. 방어자는 피해를 
일반적으로 가한다.

Battle Prowess
(전투 기량)

적 유닛을 패배시킨다면, 이 
유닛에 있는 한 개의 피규어
를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Thrown Weapon
(던지는 무기)

준비된 이 아이콘 각각
에 대해 3 개의 원거리 주사
위를 얻는 특별한 원거리 전
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공격은 formation base의 1
개 길이와 같은 사거리를 가
지고, firing into melee에 
대한 penalty를 무시한다. 
(모든 다른 시야 페널티는 일
반적으로 적용한다)

Specialized
(전문적)

mixed unit 혹은 
irregulars 유닛을 공격 할 
때, 추가로 1개의 공격 
주사위를 얻는다.

Resentful
(분개)

인간 유닛에 대해 추가로 공
격 주사위 2개를 얻는
다.

Lord of The 
Dead

(죽음의 제왕)

특수 명령을 내리고 이 유닛 
혹은 인접한 이 유닛 중
에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유닛으로부터 그들의 시작위
치에 down된 흰색-원 피규
어들을 1d6 명중 포인트의 
가치만큼 되돌려 놓는다.

Necromancer
(네크로맨서)

만약 이 유닛이 undead 유
닛이라면, 이 유닛에게 자신
의  down된 white circle 
피규어 중 하나를 시작 위치
로 되돌리는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능력은 이 

유닛의 준비된  아이콘 
수를 초과하는 hit point 
value의 피규어를 되돌릴 수
는 없다.

The Roman Empire

Disciplined
(훈련받다)

Push 없이 여러 번 
Regroup 명령을 내릴 수 
있다.

Trample
(짓밟다)

보병 혹은 기병을 공격할 
때, 추가로 2개의 공격 주
사위를 얻는다.

Xenophobic
(국수주의)

한 faction으로만 구성된 
유닛은 다른 faction에 대
해 추가 공격 주사위 2개
를 얻는다.

Brutal
(잔혹함)

근접 전투에서 피해를 준다
면, 추가로 1 피해를 가한
다.

Carnivorous
(육식성)

기병대에 대해 추가로 공격 
주사위 2개를 얻는다.

Armored 
Rush

(장갑병 돌진)

특수 명령으로 인접한 적 
유닛 하나에 2 피해를 가
한다.

Wall of 
Shields

(방패 벽)

각 준비된 Armored Rush 
아이콘을 위한 원거리 공격
에 대해 추가로 방어 주사
위 2개를 얻는다.

Thrown 
Weapon

(던지는 무기)

준비된 이 아이콘 각
각에 대해 3 개의 원거리 
주사위를 얻는 특별한 원거
리 전투 명령을 받을 수 있
다. 이 공격은 formation 
base의 1개 길이와 같은 
사거리를 가지고, firing 
into melee에 대한 
penalty를 무시한다. (모든 
다른 시야 페널티는 일반적
으로 적용한다)

Tough
(강인함)

방어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이 유닛에 대한 명중 점수
를 1 줄인다.

Heavy 
Armor

(중갑 갑옷)

근접 전투 공격에 대해 1
개의 방어주사위를 추가로 
얻는다.

Healing
(치유)

undead 혹은 undead를 
구성하는 유닛이 아니라면, 
이 유닛에게 자신의  
down된 white circle 피규
어 중 하나를 시작 위치로 
되돌리는 특별한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이 능력은 이 

유닛의 준비된  아이
콘 수를 초과하는 hit 
point value의 피규어를 
되돌릴 수는 없다.

Precision
(조준사격)

firing into melee에 대한 
penalty를 무시한다.

위의 아이콘 설명은 아이콘에 대한 능력을 가진 유닛을 기본적으로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