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의 전투)

만약 Aragorn(아라곤)이 자유민족 국의 
외각 지역에 자유민족 부대와 함께 있다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 하라.

이 카드가 플레이되는 동안 행동 주사위는 
Hunt(추적) 상자에 추가 되지 않고, 
원정대 이동에 사용된다.
당신은 원정대를 선언하거나 노출이 되는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DAYLIGHT
(햇빛)

암흑 플레이어는 그의 전투 굴림에
최대 3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엄청난 힘)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정치 트랙에 있는 Elven(엘프)을 한 단계 
전진한다.
이 카드가 플레이 되는 동안, 암흑 
플레이어는 Lorien(로리엔), Rivendell 
(리븐델) 혹은 The Grey Havens
(더 그레이 헤븐)에 부대 이동으로 
들어가나 혹은 공격(일반 전투나 포위공격 
중에)을 할 수 없다.
암흑 플레이어는 아무 행동 주사위 1개와
손에 든 부대 이벤트 카드 1장과 인물 
이벤트 카드 1장을 버리고 "엄청난 힘" 을 
제거할 수 있다.

NO QUARTER
(자비는 없다)

만약 당신의 전투 굴림이나 혹은 지도자 
재굴림에서 1개 이상의 명중을 가한다면, 

추가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

(톰 봄바딜의 힘)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정치 트랙에 있는 The North (북부)를 한 
단계 전진한다.
이 카드가 플레이되는 동안 암흑 
플레이어는 The Old Forest(고대의 숲), 
The Shire(샤이어) 혹은 Buckland 
(부크랜드)로 부대를 이동해 들어 가거나 
공격할 수 없다.
암흑 플레이어는 아무 행동 주사위 1개와
손에 든 부대 이벤트 카드 1장과 인물 
이벤트카드 1장을 버리고"톰 붐바딜의 힘" 
      을 제거할 수 있다.

ADVANTAGEOUS POSITION
(유리한 위치)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자유민족 국의 
경계안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서 
1을 뺀다("6"의 결과는 수정되지 않고 

명중으로 간주한다).

(마자르불의 책)

원정대와 함께 있지 않는 동반자를 원하는 
만큼 이동하라.
그리고 만약 동반자가 Erebor(에레보르) 
혹은 Ered Luin(에레드 루인)에 있다면,  
Dwarven(드워프)국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쟁" 상태 단계로 바로 이동한다.

ADVANTAGEOUS POSITION
(유리한 위치)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자유민족 국의 
경계안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서 
1을 뺀다("6"의 결과는 수정되지 않고 

명중으로 간주한다).

(모르도르의 정신)

보드 어디에 있든 최소 서로 다른 2개의 
암흑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흑 부대를 
선택하라.
주사위 5개를 굴리고 이 부대에 대하여 각 
5+의 결과는 명중 1개를 가한다.

SCOUTS
(정찰)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자유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후퇴하거나

성채 안으로 철수 한다.

(파라미르의 공격대)

Osgiliath(오스길리아스) 혹은 South 
Ithilien(남 이실리엔) 혹은 North 
Ithilien(북 이실리엔)에 있는 암흑 부대를 
선택하라.

3개의 주사위를 굴리고 각 5+의 결과는 
이 부대에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그리고 만약 오실리아스에 자유민족 
부대가 있다면, Gondor(곤도르)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곤도르 지도자 1개를 
모집한다.

SHIELD-WALL
(방어벽)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때문에 
발생한 당신의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만약 당신에게 상대가 2개 이상의 명중을 
가했다면 1개는 취소한다.



(공포! 화재! 적들!)

원정대와 함께 있지 않는 동반자를 원하는 
만큼 이동하라.
그리고 만약 동반자가 The Shire(샤이어) 
혹은 Bree(브리)에 있다면, the North 
Nation(북국)이 적극적으로 되고 "전쟁" 
상태 단계로 바로 이동한다.

SHIELD-WALL
(방어벽)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때문에 
발생한 당신의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만약 당신에게 상대가 2개 이상의 명중을 
가했다면 1개는 취소한다.

(엘론드의 지혜)

당신의 선택으로 자유민족국 하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나라를 정치 트랙에서
한 단계 이동 한다.

CONFUSION
(혼란)

암흑 플레이어의 전투 굴림에서
모든 "1"의 결과는 암흑 부대에 대해

1개의 명중을 가한다.
모든 "1"의 결과는 지도자 재굴림에 

포함하지 않는다.

(붉은 화살)

만약 Gondor(곤도르)국이 적극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Rohan(로한)국을 정치 트랙에서 한 단계 
이동하라.
그리고 Edoras(에도라스)에 로한 지도자 
1개와 로한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SCOUTS
(정찰)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자유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후퇴하거나

성채 안으로 철수 한다.

(예상 밖의 도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자유민족 부대가 있는 
성채를 포위 공격을 하는 암흑 부대를 
공격하라.
이 전체 전투에서 암흑 플레이어는 포위한 
성채 안에 있는 각 자유민족 유닛에 대해 
전투 굴림 동안 1개 적은 굴림을 한다.
(최소 1개).

NO QUARTER
(자비는 없다)

만약 당신의 전투 굴림이나 혹은 지도자 
재굴림에서 1개 이상의 명중을 가한다면, 

추가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

(워세스의 길)

Rohan(로한)국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로한 지역(성채가 포위되어 있는것을 
포함) 아무 곳에서 Minas Tirith(미나스 
티리스)까지 곧바로 자유민족 1부대를 
이동하라.
만약 미나스 티리스가 포위 되어 있거나 
혹은 암흑 플레이어가 지배하고 있다면, 
대신에 그 부대를 미나스 티리스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목표 지역은 부대 
이동에 대한 목적으로 자유로워야만 한다.

SUDDEN STRIKE
(기습 타격)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의 지도력과 같은 
주사위 수(최대 5개) 만큼 추가 공격 

굴림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한다.

(하루종일)

동반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민족 부대에 
플레이하라.

동반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대를 두(2) 
지역까지 이동하라.
그 지역은 부대 이동에 대한 목적으로 
자유로워야만 하고, 이동 중에 자유민족 
유닛을 데리고 가거나 떨구고 갈 수는 
없다(예외로 처음에 부대를 분리 하는 
것은 가능하다).

CONFUSION
(혼란)

암흑 플레이어의 전투 굴림에서
모든 "1"의 결과는 암흑 부대에 대해

1개의 명중을 가한다.
모든 "1"의 결과는 지도자 재굴림에 

포함하지 않는다.



(키르단의 선박)
만약 Elves(엘프)가 "전쟁" 상태라면,플레이하라.
자유민족 부대를 포함하는 해변 지역 하나에 엘프 유닛(정규 혹은 정예) 2개를모집하라.

CHARGE
(돌격)

만약 자유민족 정예 유닛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자유민족
정예 유닛들만 사용하여

추가 공격 굴림을 하고(최대 5개),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한다.

(성채의 경비병)

Minas Tirith(미나스 티리스)에 
Gondor(곤도르)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곤도르 지도자 1개를 모집하라.

CHARGE
(돌격)

만약 자유민족 정예 유닛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자유민족
정예 유닛들만 사용하여

추가 공격 굴림을 하고(최대 5개),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한다.

(켈레보른의 궁병 갈라드림)

Lorein(로리엔)에 Elven(엘프)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DAYLIGHT
(햇빛)

암흑 플레이어는 그의 전투 굴림에
최대 3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세오덴의 기병)

동반자를 포함한 Rohan(로한) 지역이나 
Edoras(에도라스) 둘 중 하나에 로한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지도자 1개 
모집하라.

DAYLIGHT
(햇빛)

암흑 플레이어는 그의 전투 굴림에
최대 3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늙은 그림베오른, 베오른의 아들)

Carrock(케록)에 North(북부) 지도자 
1개와 North(북부)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SCOUTS
(정찰)

전투 굴림을 하기 전에 자유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후퇴하거나

성채 안으로 철수 한다.

(돌 암로스이 임라힐)

Dol Amroth(돌 암로스)에 Gondor 
(곤도르) 지도자 1개와 곤도르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SHIELD-WALL
(방어벽)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때문에 
발생한 당신의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만약 당신에게 상대가 2개 이상의 명중을 
가했다면 1개는 취소한다.



(브랜드 왕의 병사)

Dale(데일)에 North(북부)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SHIELD-WALL
(방어벽)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 때문에 
발생한 당신의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만약 당신에게 상대가 2개 이상의 명중을 
가했다면 1개는 취소한다.

(에리아도르의 검)

Shire(샤이어)에 North(북부)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와 Ered Luin
(에레드 루인)에 Dwarven(드워프)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ADVANTAGEOUS POSITION
(유리한 위치)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자유민족 국의 
경계안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서 
1을 뺀다("6"의 결과는 수정되지 않고 

명중으로 간주한다).

(그로르핀델의 친척)

Rivendell(리븐델)에 Elven(엘프)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ADVANTAGEOUS POSITION
(유리한 위치)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자유민족 국의 
경계안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서 
1을 뺀다("6"의 결과는 수정되지 않고 

명중으로 간주한다).

(다인 아이언풋의 경비대)

Erebor(에레보르)에 Dwarven(드워프)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드워프 
지도자 1개를 모집하라.

VALOUR
(용기)

만약 자유민족 정예 유닛 1개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에오문드의 아들 에오메르)

정착지를 포함하는 Rohan(로한)의
자유지역 안에 로한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로한 지도자 1개를 모집하라.

VALOUR
(용기)

만약 자유민족 정예 유닛 1개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스란두일의 궁병)

Woodland Realm(삼림지대 왕국)에 
Elven(엘프)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VALOUR
(용기)

만약 자유민족 정예 유닛 1개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엘프의 투명 망토)

이제 "엘프의 투명 망토"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 한다.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을 때 추적 풀에 그 타일을 추가하라.

IT IS A GIFT
(반지는 선물이다)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엘프의 밧줄)

이제 "엘프의 밧줄"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 한다.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을 때 추적 풀에 그 타일을 추가하라.

IT IS A GIFT
(반지는 선물이다)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갈라드리엘의 유리병)

이제 "갈라드리엘의 유리병"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 한다.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을 때 추적 풀에 그 타일을 추가하라.

IT IS A GIFT
(반지는 선물이다)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스미골은 좋은 주인을 돕는다)

이제 "스미골은 좋은 주인을 돕는다" 특수 
Hunt(추적) 타일을 플레이 한다.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을 
때 추적 풀에 그 타일을 추가하라.

IT IS A GIFT
(반지는 선물이다)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진은 옷과 마법의 칼)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간 후에, 당신은 첫 번째 타일 대신에 
두 번째 타일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 
"쇠사슬 옷과 마법의 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타일은 추적 풀에 
되돌려 놓는다.

주석: 
Mithril:톨킨이 만들어낸 언어, 잿빛의 반짝거리 
는 금속으로 진은 또는 모리아은으로 불리기도  
한다.
Sting: 프로도가 가지고 다니는 적이 가까이
        있으면 파랗게 빛이나는 마법의 칼이다.

BLADE OF WESTERNESSE
(웨스터네스의 칼)

만약 Hobbit(호빗)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Minions(하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전투에서 당신의 선택으로 하수인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지도자 재굴림의 결과에 
대한 명중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활과 도끼)

만약 Gimli(김리) 혹은 Legolas(레골라스) 
가 원정대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 
간 후에, 당신은 추적 타일의 피해 1을 
줄이기 위해 "활과 도끼"을 제거할 수 
있다(최소 0). 남은 추적 피해는 
일반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당신은 만약 김리와 레골라스가 원정대를 
떠난다면,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즉시 
제거 해야만 한다.

MIGHTY ATTACK
(강력한 공격)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으로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전투에 참여 중인 동반자 

1명의 지도력을 박탈하여 실패한 1개의 
주사위 결과를 자동으로 명중 1개로 

변환한다.



(곤도르의 나팔)

만약 Boromir(보로미르)가 원정대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 간 후에, 당신은 추적 타일의 피해 
1을 줄이기 위해 "곤도르의 나팔"을 
제거할 수 있다(최소 0). 남은 추적 피해는 
일반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당신은 만약 보로미르가 원정대를 
떠난다면,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MIGHTY ATTACK
(강력한 공격)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으로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전투에 참여 중인 동반자 

1명의 지도력을 박탈하여 실패한 1개의 
주사위 결과를 자동으로 명중 1개로 

변환한다.

(마법사의 지팡이)

만약 회색의 Gandalf(간달프)가 원정대에 
있다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당시은 암흑 플레이어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위해 
“마법사의 지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은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원정대를 
떠난다면,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SERVANT OF THE

SECRET FIRE
(은밀한 불의 종)

만약 Gandalf(간달프)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주석: I am a servant of the Secret Fire,
     wielder of the flame of Anor.
   -발록의 대사로서 "나는 은밀한 불의 종으로
    안노르의 화염의 지배자이다"에서 따온 제목.

(회복의 꽃 - 아셀라스)

주사위 3개를 굴리고 각 주사위 5+의 
결과는 타락 1점을 회복한다.
만약 Strider(방랑자)가 안내자라면, 
대신에 각 주사위 3+의 결과로 타락 
1점을 회복한다.

ANDURIL
(안두릴 - 아라곤의 검)

만약 방랑자/Aragon(아라곤)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을 위한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자동 명중 1개를 얻기 위해 

방랑자의 지도력을 박탈하거나 혹은
자동 명중 2개를 얻기 위해 

Aragorn(아라곤)의 지도력을 박탈한다.

(다른 길이 있어!)

타락 1점을 회복한다.
그리고 만약 Gollum(골룸)이 안내자라면, 
당신은 역시 숨거나 혹은 원정대를 이동할 
수 있다(일반 적인 이동 규칙을 따른다).

HEROIC DEATH
(영중적인 죽음)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가해진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당신은 명중 1개를 취소 시키기 

위해 지도자 1개를 제거하거나 혹은 
동반자의 레벨 수 이하의 명중을 취소 

하기 위해 동반자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빌보의 노래)

타락 1점을 회복한다.
그리고 만약 Gollum(골룸)이 안내자라면, 
대신에 타락 2점을 회복한다.

FATEFUL STRIKE
(운명의 강타)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만약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으로 1개의 
명중을 가한다면, 자동적으로 

Nazgul(나즈굴)을 1개 제거한다.
(나즈굴이 있다면).

만약 재굴림으로 2개 이상의 명중을 
가한다면, 당신은 나즈굴 대신에 

Minion(하수인)을 제거(하수인이 있다면) 
할 수 있다.

(혼자 갈 거야)

만약 동반자가 1명 이상이 원정대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원정대에서 여러명의 동반자 혹은 1명의 
동반자로 분리하라. 당신은 동반자를 
추가로 한(1)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 1점을 회복한다.

DARING DEFIANCE
(대담한 도전)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를 
취소 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반자의 지도력을 박탈한다.



(갈라드리엘의 거울)

사용하지 않은 아무 자유민족 인물 행동 
주사위 1개를 서부의 의지 결과로 바꿀 
수 있다.
만약 원정대가 Lorien(로리엔)에 있고, 
로리엔이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타락 1점을 회복한다.

HEROIC DEATH
(영중적인 죽음)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가해진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당신은 명중 1개를 취소 시키기 

위해 지도자 1개를 제거하거나 혹은 
동반자의 레벨 수 이하의 명중을 취소 

하기 위해 동반자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왕의 도전)

만약 Strider(방랑자)/Aragorn(아라곤)이 
Gondor(곤도르) 혹은 Rohan(로한)지역에 
자유민족 부대와 함께 있다면,플레이하라.

추적 타일 3개를 가지고 온다. 만약 
가져온 3개의 타일 모두가 Eye(눈)이 
보인다면, 모든 타일을 Hunt(추적) 풀로 
되돌리고 방랑자/아라곤을 제거한다.
그 외에는 남은 게임을 위해 가져온 눈이 
보이는 타일을 영구히 제거한다.
가져온 모든 타일에서 눈이 없는 타일은 
추적 풀에 되돌려 넣는다.

SUDDEN STRIKE
(기습 타격)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의 지도력과 같은 
주사위 수(최대 5개) 만큼 추가 공격 

굴림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한다.

(가와히르 윈드로드)

마치 동반자들이 레벨 4인 것처럼 1명 
혹은 그 이상으로 분리하여 이동한다.
이들 동반자의 이동은 포위된 성채에서 끝
낼 수 있다.

DARING DEFIANCE
(대담한 도전)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를 
취소 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반자의 지도력을 박탈한다.

(우리의 신속함을 증명하자)

동반자들은 1명 혹은 그 이상으로 
분리하여 이동한다. 당신은 추가로 
두(2)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다.
이들 동반자의 이동은 포위된 성채에서 끝
낼 수 있다.

DARING DEFIANCE
(대담한 도전)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를 
취소 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반자의 지도력을 박탈한다.

(거기는 원래 있던 자리)

원정대로부터 동반자 1명 혹은 여러명의 
동반자로 분리하여 이동한다. 당신은 
추가로 한(1)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Gimli(김리) 혹은 Legolas
(레골라스)가 Dale(데일), Erebor 
(에레보르) 혹은 Woodland Realm 
(삼림지대 왕국)에 있다면, 
Dwarven(드워프)와 North(북부)국을 
적극적으로 하고, 드워프, Elven(엘프) 
그리고 북부국을 각 정치 트랙에서 1단계 
이동한다.

BRAVE STAND
(용감히 맞서다)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는 현재 있는 각 동반자
수 보다 하나 적게 전투 굴림을 한다

(최소 1개).

(독수리들이 온다!)

만약 동반자를 포함하는 자유민족 부대가 
Nazgul(나즈굴)을 포함하는 암흑 부대와 
같은 지역에 있거나 혹은 인접한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현재 있는 각 나즈굴에 대해 주사위를 
굴리고(최대 5개) 각 5+의 결과에 대해 
나즈굴 1개를 제거한다.
살아 남은 모든 나즈굴는 암흑 플레이어가 
지배하는 Sauron(사우론) 성채 
아무곳으로 즉시 이동해야만 한다.
Witch-King(마술사 왕)은 이 카드의 
       효과에 대해 나즈굴로 고려하지 
         않는다.

HEROIC DEATH
(영중적인 죽음)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가해진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당신은 명중 1개를 취소 시키기 

위해 지도자 1개를 제거하거나 혹은 
동반자의 레벨 수 이하의 명중을 취소 

하기 위해 동반자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각성하는 나무 정령들: 나무수염)

만약 백색의 Gandalf(간달프)가 플레이중 
이고 동반자 1명이 Fangorn(판고른)에서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주사위 3개를 굴려라; 각 4+의 결과는 
Orthanc(오르상크)에 있는 암흑 부대에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만약 그 부대가 
전멸 한다면, 함께 있던 Nazgul(나즈굴)과 
Minios(미니언)은 제거된다.
만약 Saruman(사루만)이 암흑 부대 없이 
Orthanc(오르상크)에 있다면, 제거된다.
만약 백색의간달프가 판고른 혹은 Rohan 
(로한)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행동 주사위 
사용 없이 손에 든 다른 인물 이벤트
        카드를 즉시 플레이할 수 있다.

ENTS' RAGE
(나무 정령들의 분노)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판고른 혹은 
오르상크, 로한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주사위에
2를 더한다.

(각성하는 나무 정령들: 후오른)

만약 백색의 Gandalf(간달프)가 플레이중 
이고 동반자 1명이 Fangorn(판고른)에서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주사위 3개를 굴려라; 각 4+의 결과는 
Orthanc(오르상크)에 있는 암흑 부대에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만약 그 부대가 
전멸 한다면, 함께 있던 Nazgul(나즈굴)과 
Minios(미니언)은 제거된다.
만약 Saruman(사루만)이 암흑 부대 없이 
Orthanc(오르상크)에 있다면, 제거된다.
만약 백색의간달프가 판고른 혹은 Rohan 
(로한)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행동 주사위 
사용 없이 손에 든 다른 인물 이벤트
        카드를 즉시 플레이할 수 있다.

HUORN-DARK
(후오른 다크)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판고른 혹은 
오르상크, 로한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는 전투 굴림에
최대 2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각성하는 나무 정령들: 엔트무트)

만약 백색의 Gandalf(간달프)가 플레이중 
이고 동반자 1명이 Fangorn(판고른)에서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하라.
주사위 3개를 굴려라; 각 4+의 결과는 
Orthanc(오르상크)에 있는 암흑 부대에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만약 그 부대가 
전멸 한다면, 함께 있던 Nazgul(나즈굴)과 
Minios(미니언)은 제거된다.
만약 Saruman(사루만)이 암흑 부대 없이 
Orthanc(오르상크)에 있다면, 제거된다.
만약 백색의간달프가 판고른 혹은 Rohan 
(로한)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행동 주사위 
사용 없이 손에 든 다른 인물 이벤트
        카드를 즉시 플레이할 수 있다.

NAMELESS WOOD
(이름없는 나무)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판고른 혹은 
오르상크, 로한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만약 당신의 전투 굴림이나 지도자 
재굴림으로 최소 1개의 명중을 가한다면, 

추가로 2개의 명중을 가한다.

(던해로우의 망자)

만약 Strider(방랑자)/Aragorn(아라곤)이 
Rohan(로한)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포위 되어 있는 성채 포함).
방랑자/아라곤(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동반자 수와)을 Erech(에레크), Lamedon 
(라메돈) 혹은 Pelargir(페라르기르)로 
이동하라.
만약 해당 지역에 암흑 부대가 있다면, 
주사위 1개를 굴린라. 그 암흑 부대는 
주사위 결과와 같은 수의 명중을 가지고 
그리고 후퇴해야만 한다. 만약 그 부대가 
후퇴할 수 없다면, 파괴된다. 만약 그 
부대가 파괴된다면, 함께 있던 Nazgul 
(나즈굴)과 Minions(하수인)도 파괴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지역에 Gondor(곤도르) 
      정규 유닛 3개까지 모집할 수 있다.

SUDDEN STRIKE
(기습 타격)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의 지도력과 같은 
주사위 수(최대 5개) 만큼 추가 공격 

굴림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적용한다.

(집사의 무덤)

만약 Boromir(보로미르)가 Gondor 
(곤도르)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보로미르와 함께 있는 지역에 곤도르 유닛 
(정규 혹은 정예) 1개를 모집하라.
그리고 전략 인벤트 카드 2장을 
가져 온다.

BRAVE STAND
(용감히 맞서다)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는 현재 있는 각 동반자
수 보다 하나 적게 전투 굴림을 한다

(최소 1개).

(회색 중대)

만약 Strider(방랑자)/Aragorn(아라곤)이 
자유민족 부대와 함께 있다면, 
플레이하라.

방랑자/아라곤과 함께 있는 부대와 같은 
나라의 정예 유닛 1개를 모집하기 위해 
정규 유닛 1개를 제거하라.

그리고 전략 인벤트 카드 2장을 
가져 온다.

BRAVE STAND
(용감히 맞서다)

만약 동반자가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암흑 플레이어는 현재 있는 각 동반자
수 보다 하나 적게 전투 굴림을 한다

(최소 1개).



(김리, 글로인의 아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김리가 전투 상태라면, 자유
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Dwarf of Erebor.
(에레보르의 드워프)
만약 김리가 에레보르에 있다면, 당신은 
정치 트랙에서 드워프국을 한 단계 이동 
시키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로미르, 데네소르의 아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보로미르가 전투 상태라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High Warden of the 
White Tower.
(하얀 탑의 고위 관리자)
만약 보로미르가 Gondor(곤도르) 도시 
혹은 성채에 있다면, 정치 트랙에서 
곤도르국을 한 단계 이동 시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레골라스, 스란두일의 아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레골라스가 전투 상태라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Prince of Mirkwood.
(미르크우드의 왕자)
만약 레골라스가 Elven(엘프) 성채에 
있다면, 정치 트랙에서 엘프국을 한 단계 
이동 시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회색의 간달프, 회색의 방랑자)
Guide(안내자).
당신이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 이벤트 행동 주사위를 
        사용한 후, 즉시 그 카드의 
       종류와 일치하는 덱에서 
이벤트 카드 1장을 가져온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간달프가 전투 상태라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
(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Emissary from the West.
(서부에서 온 특사)
만약 간달프가 원정대 팀에 있지 않다면, 
그는 백색의 간달프로 교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백색의 간달프 인물 
카드에 설명되어 있다).

(방랑자, 북부의 공격대)
Guide(안내자).
당신은 노출된 원정대를 숨기기 위해      
       당신의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를 사용할 수 있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방랑자가 전투 상태라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
(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Heir to Isildur.
(이실두르의 후계자)
만약 방랑자가 원정대 팀에 있지 않다면, 
그는 아라곤으로 교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라곤 인물 카드에 
설명되어 있다).

(페레그린, 호빗 동반자)
Guide(안내자).
Hunt(추적) 중에 만약 추적 피해가       
       1이상 이라면, 추적 피해 1을     
       줄이기위해 원정대에서 
       페레그린을 분리한다.

Take Them Alive!
(그들을 살려라!)
만약 페레그린이 원정대에서 제거된다면, 
마치 그가 원정대에서 분리된 것처럼 다시 
그를 플레이하기 위해 즉시 배치한다.
이 특수 능력은 만약 원정대가 Mordor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



(메리아독 브랜디벅, 호빗 동반자)

Guide(안내자).
Hunt(추적) 중에 만약 추적 피해가       
       1이상 이라면, 추적 피해 1을     
       줄이기위해 원정대에서 
       메리아독을 분리한다.

Take Them Alive!
(그들을 살려라!)
만약 메리아독이 원정대에서 제거된다면, 
마치 그가 원정대에서 분리된 것처럼 다시 
그를 플레이하기 위해 즉시 배치한다.
이 특수 능력은 만약 원정대가 Mordor
(모르도르) 트랙에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

(백새의 간달프, 서부의 특사)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제거 되거나
혹은 원정대에 있지 않고, 어떤 
Minion(하수인)이 플레이 중이라면
(플레이를 했었다면), 당신은 백색의
간달프를 플레이하기 위해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
할 수 있다.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맵에 있다면,
백색의 간달프로 교체한다;
그 외에는 Fangorn(판고른) 혹은
자유 민족이 지배하는 Elven(엘프)
성채에 배치한다(포위 되어 있더라도).

Shadowfax.
(쉐도우팩스: 백색의 명마)
만약 백색의 간달프가 혼자 이동하거나 
혹은 호빗 1명과 함께 있다면, 그의 
레벨은 4로 간주한다(단지 이동의 
목적으로만).

(아라곤, 스란두일의 아들)

만약 Strider(방랑자)가 Minas 
Tirith(미나스 티리스), Dol Amroth
(돌 암로스), 혹은 Pelargir(페라르
기르)에 있고, 그 성채가 자유민족
이 지배하고 있다면(포위되어 있더
라도), 당신은 방랑자를 Aragorn 
(아라곤)으로 교체하기 위해 서부의 
의지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Captain of the West.
(서부의 대장)
만약 아라곤이 전투 상태라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주사위 1개를 추가한다.
(당신이 굴릴 전투 주사위 수는 여전히
최대 5개이다).

(골룸, 반지의 노예)
원정대에 동반자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면 즉시 원정대에 골룸을 추가한다.

골룸은 원정대의 안내자가 된다.

Guide.
(안내자)
"노출" 아이콘이 있고 일반 숫자로 표기된 
Hunt(추적) 타일은 원정대를 노출 시키지 
않는다.
만약 원정대가 추적의 효과로 노출이 
않된다면, 당신은 추적 피해 1을 줄이기 
위해 노출을 선택할 수 있다(최소 0)

(반지 운반자들, 프로도와 샘와이즈)

Master of the Precious.
(보물의 주인)
원정대에 남아 있는 동반자가 없는 즉시, 
원정대에 골룸을 추가한다.
골룸은 원정대의 안내자가 된다.

The White Rider.
(백의 기수)
만약 백색의 간달프가 전투 상태라면, 그 
전투의 시작에 당신은 전투 진행동안 모든 
Nazgull(나즈굴)의 지도력을(Witch-king: 
마술사왕, 포함하여) 무효화 하기 
위해 간달프의 지도력을 박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