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세트의 몇몇 카드는 "Rune Events"라고 나타난다. Rune Event는  
이름에 "Rune"이라는 말이 있는 Event 카드이다. Rune Event는 그 
카드의 문구 당 유닛 아래에 배치한다. 당신은 유닛 아래에 1개 이상
의 Rune Event를 가질 수 있다. 플레이어의  Event 단계 동안 그 
플레이어는 그 유닛이 가지고 있는 1개 이상의 Rune Events를 가진 
유닛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유닛으로 부터 모든 Rune Events를 제거
하기 위해서 2 매직 포인트를 소비한다.

이 세트의 몇몇 카드는 "Ice Wall"이라고 나타난다. 카드가 Ice Wall로 
간주 된다면, 역시 Wall로 간주한다. 당신은 당신이 제어 하는 Wall 대
신에 Ice Wall에 인접한 곳에 유닛들을 소환할 수 있고 Ice Wall은 
Wall이나 Ice Wall을 언급하는 모든 카드의 효과들에 의해 영향을 받
을 것이다. 만약 Ice Wall이 유닛으로 간주 된다면, 여전히 일반적인 
이동과 공격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제어하는 Wall이 공격 
받았을 때 단지 4이상의 주사위 
결과에 대해 상처 마커를 받는다.

Vognar가 공격한 후에 당신의 Draw 
더미 상위에 있는 카드를 공개한다. 
만약 그것이 'Built' 특수 능력이 있는 
일반 유닛이고 가능하다면 당신은 
Vognar의 인접한 곳에 배치할 수 있고 
아니라면 공개한 그 카드를 Draw 더미 
제일 아래에 넣는다.

Zuggdin이 공격하기 전에 당신의 
Draw 더미에서 상위의 카드를 공개한
다. 만약 그것이 Rune Event 카드라면 
공격 동안 Zuggdin의 공격 값에 1을 
더한다. 그리고 공개한 그 카드를 당신
의 Draw 더미 아래에 넣는다. 

Raldag에 인접한 당신이 제어하는 
일반 유닛이 공격 한다면, 당신의 
주사위 각 결과에 1을 더한다.

차례 당 한 번 일반 유닛 아래에 
Event 카드를 배치한다면, 당신이 
제어 하는 각 Scribe에 대해 1장씩 
카드를 가지고 온다. 그것들 중 1장
을 손에 가지고 나머지는 순서에 
관계없이 Draw 더미 위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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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Marauder 아래에 
Rune Event 카드가 있다면, 
활을 가진 것처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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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ce Golem은 마치 Built 특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카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Event 
카드가 이 Ice Golem밑에 있다면, 
그 Event 카드는 Ice Wall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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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제어하는 Wall에 인접한 일반 혹
은 챔피온 유닛을 선택하고, 이 카드를 그 
카드의 위에 배치한다. 선택한 유닛이 챔
피온이라면, 3 매직 포인트를 소비시킨
다. 선택한 유닛은 Avalanche가 그 카드 
위에 있는 동안에는 전장에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valanche는 당신이 제어하
는 Ice Wall로 간주한다. 이 카드는 3의 
생명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한다. 이 카드
가 파괴 된다면, 아래에 있던 그 유닛은 
파괴하는 플레이어의 매직 더미에 배치
하지 않고, 전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당신은 Draw 더미 혹은 버린 더미
에서 Rune Event카드를 찾을 수 
있다. 그 카드를 공개하고 즉시 
플레이한다. 만약 당신이 그 카드를 
Draw 더미에서 찾았다면, 그 더미를 
다시 섞는다.

전장에 있는 모든 Ice Wall에서 
상처 마커 2개까지 제거한다. 
그리고 전장에 있는 다른 모든 
Wall에 상처 마커 2개를 배치한다.

전장에 있는 유닛 하나를 선택하고 
아래에 이 카드를 배치한다. 
그 유닛 아래에 이 카드가 있는 
동안 선택한 유닛의 공격 값에 
1 만큼 증가 시킨다.

전장에 있는 적 일반 유닛 혹은 챔피
온 유닛을 선택하고, 그 카드 밑에 
배치한다. 만약 선택한 유닛이 파괴 
된다면, 이 카드를 버린다. 그 선택
한 유닛은 이 카드가 그 카드의 밑에 
있는 동안 어떤 Event 카드들의 목
표로 선택할 수 없고, 특수 능력들을 
얻을 수 없어서 특수 능력을 사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장에 있는 일반 혹은 챔피온 유닛 
하나를 선택하고 이 카드를 아래에 
배치한다. 만약 그 선택한 유닛이 
그 차례 동안 1칸 이상 이동한다면, 
그 유닛의 제어자가 1 매직 포인트
를 소비하지 않는 이상 그 차례에 
공격을 할 수 없다. 만약 그 선택한 
유닛이 파괴된다면, 이 카드를 
버린다.

전장에 있는 일반 유닛 하나를 선택하고 이 
카드를 그 유닛 아래에 넣는다. 만약 선택
한 유닛이 파괴되거나 혹은 공격으로 상처 
토큰을 받는 다면, 이 카드를 제거한다. 이 
카드가 선택한 유닛 아래에 있는 동안 그 
유닛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얻는다:

ICE SHIED
이 유닛이 공격 받았을 때, 당신의 상대의 
모든 공격 굴림이 한 개라도 실패 한다면, 
이 유닛이 공격으로 부터 받는 상처 마커는 
없다.

전장에 있는 유닛 하나를 선택하고 
이 카드를 그 카드 밑에 놓는다. 만
약 선택한 유닛이 파괴 된다면, 이 
카드를 버린다. 이 카드가 선택한 
유닛 밑에 있는 동안에는 아래의 
능력을 얻는다:
POWER SURGE
이 유닛이 공격을 한다면, 5 이상의 
주사위 결과는 명중 2개로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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