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lebook Organization
룰북은 이 게임을 즐기고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정의, 예시, 제안, 선택 규칙, 
설명과 역사적 해설을 사이드 바(현재 보고 
있는 열)에 설정해 놓았다.

Fog-of-War
놀라움은 Hammer of the Scots의 흥미로운 점이
다. 전투에서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 활성화 블록은 
소유자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다. 
이것은 플레이어가 적 불록의 정보나 강함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략과 속임수를 이끌어낸
다.

Hammer of the Scots
에에드워드 1세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묘비명으로 Scottorurm Malleus - 
“Hammer of the Scots - 스코틀랜드의 망치”라
고 쓰도록 지시했다. 에드워드는 스코틀랜드의 망치
로서 굴복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의 강압은 스코틀랜드 국가 재건의 발판이 되어버
렸다.

How the War Started
전쟁은 계속되었고 에드워드 1세의 꼭두각시인 스
코틀랜드의 왕 John Balliol은 굴욕적인 조약을 맺
음으로써 마찰을 일으키는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프랑스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드워드가 플랑드르 공략이 지지부진하자 스코틀
랜드 반란을 잠재우기로 결심하고, Tweed 북쪽의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필립 왕이 협약에 있어서 자기 측의 의무 -  에드
워드가 스코틀랜드를 공격하면 프랑스에서 영국을 
침공하기로 한 - 협약을 못 지키자 스코틀랜드의 
항쟁은 오래가지 못 했다. Berwick - 당시 스코틀
랜드의 가장 큰 도시 - 의 인구의 절반을 잔인한 
공격과 학살을 하고, 에드워드는 북쪽의 Dunbar로 
이동했다. Dunbar의 포위망을 뚫으려는 시도는 소
규모의 영국 세력이 스코틀랜드로 향하면서 재난
으로 끝났다. 대부분의 스코틀랜드의 귀족 - John 
Balliol 왕 

을 포함- 감금되고, 에드워드의 생각대로 영국 왕권
에 스코틀랜드의 완전히 합병되었다. 에드워드는 
1296년에 스코틀랜드를 떠나면서 “Good to be 
rid of shit - 똥을 치워 시원하다”라고 거만하게 
말했다.

Towns and Battle Sites
대부분의 지역은 그 시대의 중요한 도시를 보여준다. 

이것들은 단지 역사적인 흥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게

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역시 전

쟁의 중요한 전투를 보여준다.

1.0 MAPBOARD (게임판)
맵보드는 스코틀랜드와 북부 영국을 나타

낸다. 영국 플레이어는 맵보드의 남쪽 끝에, 
스코틀랜드 플레이어는 북쪽 끝의 자리에 앉
는다. 

1.1 AREAS
맵은 불록의 이동과 통치를 위해서 나

누어져 있다. 지역은 이동 한계(4.3 보세
요)이 있는 녹색과 빨간 지역 분리 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Carrick과 
Argyll 혹은 Lothian과 Fife사이는 지역 분
리 선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불록이 
그 지역사이로 이동할 수 없다. 

1.2 CASTLE LIMITS(성의 한계)

지역에는 0-3의 한계 수치가 있는 성을 
가진다. 성의 한계는 특정한 성의 강함보다는 
지역의 경제 가치를 반영한다. 몇몇 지역은 실
제로 더 많은 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성의 한계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블록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매년 보충 단계 값과 같다는 
것을 정의한다.

1.3 CAThEDRALS
3개 지역(Strathspey, Lennox 그리고 

Fife)는 대성당을 포함한다. 강력한 켈트족
의 영향력을 가진 스코틀랜드 교회는 충실
히 반란을 지원했다. 대성당은 지역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의 한계에 [+1]을 더하지만, 
영국 플레이어에게는 가치가 없다. 예를 들
어, Fife는 스코틀랜드 플레이어에게 [3]의 
가치가 있지만 영국 플레이어에게는 단지 
[2]의 가치만을 가진다. 스코틀랜드 왕은 겨
울 동안 중립 대성당과 아군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1.4 NOBLE hOME AREAS
스코틀랜드 귀족의 모든 14개 고향 지역

은 그들의 방패 문장으로 맵에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BUCHAN 블록에 있는 문장과 
BUCHAN 지역의 문장이 일치한다.

귀족은 고향에서 방어할 때, 전투 중에 감
소가 있거나, 게임 차례에 고향으로 이동을 했
더라도 전투에서 혜택(B2=B3)을 가진다. 귀
족은 고향에서 공격을 할 때는 전투 혜택을 
가지지 못한다.

BRUCE와 COMYN은 2지역의 고향을 
가진다. BRUCE는 Annan과 Carrick이다. 
COMYN은 Badenoch와 Lochaber이다. 두 
개의 고향은 방어에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역시 7.12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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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소개)
Hammer of the Scots은 스코틀랜드의 독립

에 대한 게임이다. 한 플레이어는 스코틀랜드, 다
른 플레이어는 영국을 플레이한다. 목표는 게임
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귀족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기에  Braveheart (1297–1305) 와 
The Bruce (1306–1314), 두 가지의 시나리오
가있다. 각각의 게임은 분리되어 플레이할 수 
있다. 두 기간에 걸친 확장된 캠페인 게임도 있
다.

GAME TURNS(게임 턴)

게임은 1297 혹은 1306 중에서 하나를
시작 년으로 해서 연속하여 플레이한다. 매년 
내에는 1-5의 게임 턴을 가진다. 각 게임 턴은
3페이즈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플레이된다.

[1] Card Phase (3.0) 카드 단계

두 플레이어는 매년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한다. 플레이어들은 1장의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플레이한다. 이 카드를 공개하고 더 
높은 수자의 카드가 첫 플레이어(먼저 이동)
가 된다. 동률일 때는 영국 플레이어가 된다. 

[2] Move Phase (4.0) 이동 단계

이동 카드는 1-3의 그룹 이동이 가능하다. 
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아군 블록(노르웨이는 
제외, 4.7)은 그룹이 된다. 이동 속도에 따라 이
동 단계 당 2 혹은 3 지역을 이동할 수 있지만, 
빨간 선을 넘거나 적이 있는 지역에서는 멈춰야
만 한다. 첫 플레이어가 먼저 이동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동한다.

[3] Battle Phase (5.0) 전투 단계
전투는 적 불록이 같은 지역에 위치할 

때 일어난다. 플레이어들은 첫 플레이어에 
의해 결정되는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씩 싸우
게 된다. 

모든 전투가 싸우고 나서, 한 해가 끝날 때
가지 [1]에서 [3]스텝을 반복한다.

• Winter turn (7.0) 겨울 턴
매년 끝에 겨울 턴은 성의 한계-Castle 

Limits(1.2)-보다 많은 블록을 해체하고 귀
족의 귀환(아마도 진영 교환을 위해)을 플레
이한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교체 받을 수 있
다. 덱을 섞고 각 플레이어는 새로운 5장을 
받는다.

(대성당)



2.0 ARMIES
나무 블록은 영국(빨간색)과 스코틀랜드

(파랑)의 세력을 표현한다.

떼어내는 라벨지 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라벨은 각 불록의 앞면에 붙여야만 한
다. 파란 시트의 라벨은 파란 불록에 붙이고, 
황갈색 시트의 라벨은 빨간 불록에 붙인다. 각 
라벨을 가볍게 위치하고 반드시 똑바로 하여 
블록에 단단히 눌러 붙인다.

블록은 게임의 놀라움과 비밀스러움을 더
해준다. 바로 세웠을 때, 불록의 형태와 강함
은 알 수가 없다.

2.1 BLOCk DATA
불록은 이동과 전투 능력을 정의하는 

수자와 상징을 가진다. 

2.11 Strength
블록의 현재 강함은 블록이 바로 서있을 

때 위쪽 선에 있는 별의 개수이다. 6면체 주
사위(d6)를 몇 개나 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
는 강함은 전투에서 블록을 위해 던져진다. 
강함이 4인 불록은 4d6를 굴리고, 강함이 1
인 불록은 1d6를 굴린다.

불록의 강함은 1에서 4까지 다양하다. 
몇몇 불록은 최대 4의 강함을 가지고 있고, 
몇몇은 3의 강함 혹은 2의 강함을 가지고 있
다. 전투에서 명중을 받은 각각에 대해 반시
계 방향으로 블록을 90도 회전시켜 감소시
킨다. 사이드바는 강함이 1, 2 및 3과 같은 
귀족 블록을 보여준다.

2.12 Combat Rating
전투 순서는 A1 또는 B2처럼 문자와 수

자로 표시된다. 문자는 불록이 공격할 때를 결
정한다. 모든 A 블록은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모든 B 불록이, 그리고 C 불록이다. 숫자
는 명중 점주 굴려야 될 최대를 표시한다.

예: B1의 순서를 가진 불록은 단지 각 굴림
에 대해 “1”만이 명중 점수 이지만, B3
의 순서를 가진 불록은 각 1, 2 혹은 3 굴림
에 대해 하나의 명중 점수가 된다.

2.13 Move Rating

블록의 이동 속도(2 혹은 3 중에서)는 왼
쪽 아래 모퉁이에 표시된다. 이것은 블록이 턴 
당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최대 수이다.

2.2 BLOCk TYPES
2.21 Leaders

스코틀랜드는 Wallace와 왕, 
두 개의 리더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1307까지의 에드워드 
1세와 에드워드 2세를 표현하
는 한 개의 리더 블록(에드워
드)를 가지고 있다. 리더도 일
반 전투 불록이지만, 이동에 3
과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다. 
6.0을 보세요.

2.22 Nobles
여기엔 그들의 방패 문장으로 
각각을 식별하는 14개의 귀족
이 있다. 중앙에 녹색이 있는 
귀족들은 충성스러운 BRUCE

 파벌이다. 노란색 라벨의 귀족은 충성스러
운 COMYN 파벌이다.

중요한 점: 각 귀족(Moray를 제외한)은 하
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인 2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다. 한 번에 하나의 블록만이 플레
이된다: 귀족이 영국을 지지할 때는 빨간색 
버전, 그리고 귀족이 스코틀랜드를 지지할 
때는 파란색 버전. 귀족을 제어하는 것은 게
임에서 중요한 승리 조건이 된다.

2.23 Archers
궁병은 작은 방패와 교차하
는 화살로 식별된다. 영국 궁
병은 B3의 순위를 가지고, 스
코틀랜드는 B2를 가진다.

2.24 knights
영국 기사는 성 조지(St.George) 
십자가를 가지고 전투 순서로 B3
을 가진다. 스코틀랜드는 특수 규
칙(7.61)에 의해 게임에 참여하
는 B3의 순서를 가진 한 개의 프
랑스 기사 불록을 가진다. 양측은 
역시 B1(스코틀랜드)와 A2(영
국)의 순서인 경기병 블록 한 개
를 가지고 있다.

2.25 Infantry
성 조지의 십자가로 식별되는 
영국 보병은 그들의 자치주를 
따라 명명되어 있다. 영국은 역
시 한 개의 Welsh(붉은 용)과 
Ulster(녹색 십자가) 보병을 
가진다. 저명한 가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스코틀랜드 보병
은 타원형의 방패에 성 앤드루
(St.Andrew)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병은 C2의 순
서를 가지지만 소수로 C3도 있
다.

2.26 Norse
노르웨이(NORSE) 블록은 오
크(Orkney)와 셰틀랜드 제도
(Shetland Islands)를 포함하
고, 북쪽 Ross의 대부분을 제
어하는 노르인(Norsemen)의 

개입 가능함을 표현한다. 노르웨이 출신의 호
전적인 종족은 아우터 헤브리디스(Outer 
Hebrides) 제도에서였다. 블록은 전투 순서
로 A2를 가지고 특수 이동 능력과 한계를 가
진다. 4.7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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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함 1       강함 2           강함 3

ENGLAND
BLOCk MOVE COMBAT MIx

king 3 B4 1

Archers 2 B3 2

knights 2 B3 3

hobelar 3 A2 1

Infantry 2 C2* 8

Nobles 2 B2/B3† 13

BLOCk MOVE COMBAT MIx

Wallace 3 A3 1

king 3 A3 1

Archers 3 B2 1

Cavalry 3 B1 1

French 2 B3 1

norse (see 4.7) A2 1

Infantry 2 C2* 8

Nobles 2 B2/B3† 14

* 몇몇 보병(Infantry)는 C3이다.

† 귀족은 이번 게임 차례에서 고향으로 이
동하거나 전투 동안 결함(강함이 줄어든 
상태)이 있어도 그들의 고향에서 방어할 
때 B3 사격을 한다.

SCOTLAND 

강함 
(최대 3)

전투 
(B2)

이동 
(2)

감소 단계

블록 정보 



경계의 한계는 각 플레이어에게 적용된다 
- 때문에 양 플레이어는 같은 빨간색 선을 두 
개 불럭을 가로지를 수 있다.

예: 만약 BUCHAN에 있는 6개의 불록이 
ANGUS로 이동한다면, STRATHSPEY에 
있는 2개의 불록은 ANGUS로 이동할 수는 
없다. 그러나 MAR에 있는 2개의 불록은 
역시 ANGUS로 이동할 수 있다. 

4.4 ANGLO-SCOTTISh BORDER
Anglo-Scottish 국경선은 빨간 점선 혹은 

녹색 점선이다. 블록이 England에 들어가면 멈
춰야만 한다. 블록이 Teviot 안으로 빨간 점선을 
가로지르면 멈춰야만 한다.

지역은 아군, 중립 혹은 적이 지배하
는 곳 중 하나이다. 지역 지배에 대한 변
경 사항은 즉시 적용된다.

4.5 AREA CONTROL

아군: 단독으로 당신의 블록이 차지하는 곳.

적: 상대의 블록이 차지하고 있는 곳.

경쟁지역: 전투가 해결되지 않은 곳.

중립: 빈 지역.

4.6 PINNING
경쟁지역에서 공격하는 블록(예비 포함)은 

같은 수의 방어 블록에 대해 이동을 막는다.(역
자주- 공,방 같은 수의 블록이 있어야함)

방어자(두 번째 플레이어)는 어떤 블록이 
핀드 될 것인지 결정한다. 핀드 되지 않은 불
록은 적이 전투 실행(예비 포함)을 위해 사용
한(지나온) 어떤 경계선을 가로지를 수 없다
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동과 공격이 가
능하다.

예: 방어 자는 Buchan에는 6개 블록이 있
다. 공격자는 Angus에서 3개의 블록, 
Strathspey에서 2개의 블록으로 공격했다. 
방어 자는 5개의 블록이 핀드 됐지만, 1개를 
이동할 수 있다(Badenoch나 Mar로).

4.7 nOrSe MOVeMent

노르웨이는 Sea Move 카드를 사용하거
나, 영국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점: 노르웨이의 이동은 선언해야
만 한다(출발지와 도착지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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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hE CARDS
게임은 20장의 이동과 5장의 이벤트 카

드가 있다. 각 년의 시작 때 모든 카드를 섞고 
각 플레이어는 뒷면이 보이도록 5장을 나누
어 가진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는 그 카드
들을 살펴 볼 수 있다.

3.1 CARD PLAY
양 플레이어는 한 카드를 뒤집은 채 

플레이하는 것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그리
고 그 카드를 공개하고 더 높은 카드가 그 
게임 턴(동급이면 영국)의 첫 플레이어로 
결정한다.

3.11 Move Cards
이동 카드는 카드 값에 따라 1, 2 혹은 3개의 
그룹 이동이 허락된다.

3.12 Event Cards
이벤트 카드는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특별한 행동을 준다. 이벤트 카드를 먼저 해
결한다. 이벤트 카드의 플레이어가 첫 플레이
어이다.

만약 양 플레이어가 이벤트 카드를 플
레이한다면, 양쪽의 이벤트는 해결되고(영
국 플레이어 먼저) 그 해는 끝난다.

플레이어는 이동을 위해 강요되지 않는
다. 플레이어는 카드를 플레이해야 하지만 원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은 저장되지 않
는다.

블록은 아군 블록을 통하여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지만, 적 블록을 포함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멈춰야만 한다. 

블록은 후퇴나 재편성을 제외하고는 
게임 턴 당 한 번만 이동한다.

4.1 INITIATIVE
카드 값은 각 게임 턴의 플레이 순서를 결

정한다. 더 높은 카드(동급이면 영국)가 먼저 
플레이해야만 하는 첫 플레이어가 된다.

4.2 GROUP MOVES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아군 블록은 한 그룹

이다(노르웨이는 제외, 4.7). 플레이어는 카
드 플레이로 많은 그룹을 이동할 수 있다. 때
문에 3의 카드는 이동으로 3 그룹이 허락된
다. 플레이어는 원하는 수만큼의 블록을 한 그
룹으로 이동하거나, 이동 속도만큼 더 많은 지
역을 이동할 수 있다(2.13).

예: Buchan에 그룹이 있는 플레이어는 하
나 혹은 더 많은 불록을 Angus, Fife, 
Mar, Badenoch, Strathspey, Moray 
ghrdms Atholl로 이동할 수 있다.

4.3 BORDER LIMITS
맵에는 2가지 색의 선이 있다: 녹색과 빨

간색. 이동 페이즈 당 녹색 선을 가로지를 수 
있는 최대 불록은 6개이고, 빨간 선을 가로지
를 수 있는 최대수는 2개이다. 빨간 선을 가
로지를 불록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영국은 2 이동 포인트를 플레이하여, 2개의 블록이 

영국-스코틀랜드 경계를 지나서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Annan(빈 땅)으로 이동하고, 공격을 위해 
Galloway로 계속 이동한다. 두 개의 영국 블록은 전

투 1라운드를 가진다.

플레이어는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할 때 패스를 선

택할 수 있지만, 효과와 이동과 같은 것은 나중을 

위해 저장할 수 없다. 플레이어는 이번 해에 플레

이 한 상대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

The Black Douglas
전쟁에관한 가장 낭만적인 조각 중의 하
나는, 용맹한 전사이며, 대담한 게릴라이
고, 상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던 전장에서
의 천제적인 지휘관인 James "The
Black" Douglas이다.

Douglas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아버지,
Sir William Douglas 으로부터 물려받았
다. William은 잉글랜드 왕에 대한 John
Balliol 왕의 복종을 경멸하였으며,
Edward에게 인사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인물 이었다. Wallace의 초기 동료인,
William Douglas는 Irvine의 패배로 포로
가 된 후, 1299년 London 탑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은 공공연히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 하였다. Bruce의 가장 신뢰받는 부
관 중 하나인, James Douglas는 전장에
서 뿐만 아니라, 공성에서도 그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Douglas는 최고의 방어를
보이는 성과 요새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을 고안하였으며, 포획된 수비대에 대하
여 잔혹한 보복을 하였다.

Bruce는 죽을 때, Douglas에게 그의 심
장을 적의 신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Holy land로 가져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 Douglas는 대규모의 스코틀
랜드 기사들을 이끌고, 1330년 King
Alfonso XI가 Grenade의 Moore를 상대
로 전투중인, Castile로 나아갔다. Bruce
의 유언에 따라, 3월 25일, Douglas는
Tebas de Ardales에 있는 군대에 명령하
였다. 그곳에서, 그와 대부분의 그의 부대
는 군대의 주력을 격파한 후, 죽음을 당
하였다. Moore는 잉글랜드가 할 수 없었
던 것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

Earlier Editions
맵에 있는 녹색 경계선은 이전 버전의 게임에서는 
검은색이었다. 녹색과 검은 경계선은 똑같은 한계
를 가진다(6개 블록).

Norse in Battle
노르웨이는 다른 불록과 분리되어 이동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공격자(혼자)가 되거나, 예비처

럼 공격에 가담한다.

노웨이의 이동은 영국 플레이어의 어떠한 경계에 가

까이하지 않기 때문에 선언되어야만 한다.

지역 지배권은 즉각 변경되기 때문에 다른 전투의 
결과나 같은 전투에서 퇴각하는 블럭의 장소 등에 
의해서 노르웨이 군의 퇴각 선택 사항이 바뀔 수 있
다.

Border Movement Example

Card Play

4.0 MOVEMENT

각 이동 포인트는 국경을 지나기 위해 단
하나의 블록만이 허락된다(그러나 같은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 여전히 하나의 그룹처럼 공격한
다). 그러므로 3인 카드는 3개의 블록이 국경선
을 가로지를 수 있다.

역시 보세요: 후퇴/재편성(5.5)와 국
경선 공습(Raids, 5.9)

노르웨이 블록의 이동과 공격은 다른 블록
과는 구분된다. 이동으로 1 이동 포인트만이 
요구된다. 노르웨이는 바다가 있는 해안 지역
에서 다른 해안 지역으로 이동과 공격을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해안 지역(유일한)에 있는 
아군에 재편성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



5.0 BATTLES
5.1 BATTLE SEQUENCE

전투는 모든 이동이 끝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싸운다. 각 전투는 다음 전투로 싸우기 
전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첫 플레이어는 적 
블록을 확인하기 전에 어느 전투를 먼저 싸울
지 결정한다. 현재 강함이 유지되도록 불록의 
끝을 밀어서 공개한다. 전투가 해결되고 난 후, 
모든 불록을 똑바로 다시 세우고, 그런 다음 첫 
플레이어는 다음 전투를 선택하지만, 미리 전
투의 특정 순서를 약속할 필요는 없다.

5.2 CELTIC UNITY

1-4: 효과 없음

5-6: 블록은 보충풀로 돌아감

5.3 COMBAT ROUNDS
전투는 최대 3번의 전투 라운드에 의해 

싸우게 된다. 공격자는 3번째 라운드에서 만
약 정복하지 못한다면, 전투에서 후퇴해야만 
한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블록을 똑
바로 세워 돌리고 목적지로 후퇴한다.

5.31 Combat Turns
각 불록은 각 전투 라운드에 한 번의 전

투 턴을 가진다. 전투 턴에서 블록은 사격, 
후퇴 혹은 패스를 할 수도 있다. 전투 순서
는 전투 속도에 달려 있다. 모든 “A" 블록
은 모든 "B”블록 이전에 실행하고, 모든 
“C” 블록 이전에 “B” 블록을 실행한다. 
방어자 “A” 블록은 공격자 “A” 블록 이
전에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른다.

모든 불록이 한 번의 전투 턴을 가지
고 나면, 한 번의 전투 라운드로 싸우게 
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대해 순서를 반복한다.

예: 영국의 보병(C2)와 기사(B3)는 스코
틀랜드의 귀족(B2)와 보병(C2)를 공격한
다. 각 전투 라운드의 전투 순서는 스코틀
랜드의 귀족, 영국의 기사, 스코틀랜드의 보
병, 영국의 보병이다.

5.32 Combat Reserves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경계, 또는 두 개 또

는 세 개의 그룹 이동을 이용한 공격을 통해 공
격할 수 있다. 주 공격 그룹은 이동 동안에 선
언해야만 하다; 주 그룹은 모두 함께 이동하여 
한 지역으로 출발해야만 하고, 하나의 경계를 
가로질러 전투 지역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공
격 블록들은 예비 장소에 위치한다.

예: 영국 플레이어는 ANGUS에 4개, 
MAR에 2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다. 두 그룹
(두 번의 이동)은 BUCHAN을 공격한다. 공
격자는 주 공격 그룹으로 ANGUS의 그룹을 
선언한다.

예비 블록은 첫 라운드에 명중을 가지거나, 
후퇴나 사격을 할 수 없다. 예비는 2번째 라운드
의 시작에 공개하거나, 만약 전투가 끝나면 가려
진 채로 남겨진다. 예비는 다른 모든 아군 블록
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도착한다. 그 후에 일반
적인 전투 차례를 가진다. 

주: 전장 제어는 만약 공격자가 방어 증원군
이도착하기 전 1 라운드에서 모든 방어자를 
제거한단면 변한다. 원래 공격공격자는 2와 
3라운에서는 이제 방어자가 된다. 새로운 공
격자는 승리하지 않았다면, 3번재 라운드 후
에 후퇴할 수 있다.

5.33 Battle Reinforcements
경쟁 지역(전투)에 두 번째 플레이어

에 의해 이동한 모든 블록은 2 라운드에 도
착하여 예비가 된다.

예: 영국 플레이어는 스코틀랜드 플레이어가 
2개 블록으로 방어하고 있는 Buchan에 
Angus에 있는 4개의 불록으로 공격을 한
다. 스코틀랜드는 2 라운드에 도착하는 병
력 지원으로 Moray에서부터 Buchan까지 
이동한다.

5.4 COMBAT RESOLUTION
전투 턴을 가지는 각 블록은 현재 강함 

만큼 주사위를 굴린다.  명중은 블록의 전투 
등급보다 작거나 같은 각 주사위의 굴린 결
과에 대해 점수가 된다. 

예: 3인 강함의 기사는 주사위 굴린 결과 3
이다. 기사는 B3 전투를 가지므로 모든 1, 
2, 3의 굴린 결과는 명중을 의미한다. 4, 5 
그리고 6의 굴린 결과는 실패이다. 만약 주
사위 굴린 결과가 2, 4 그리고 5라면, 기사
는 1 명중 점수이고 2개는 실패이다.

5.41 Battle hits
전투는 동시에 하지 않는다. 모든 명중은 즉

시 적용한다. 적 불록은 개별적으로 목표가 되지 
않는다. 각 명중은 가장 강한 적 블록에 대해 적
용한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블록이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가 어떤 것을 감소할지 결
정한다.

예: 영국 불록은 3개의 명중을 가한다. 스코
틀랜드 플레이어는 강함이 3과 4인 블록을 
가지고 있고 모든 3의 명중에 대해서 각 블
록의 감소를 위해 1 명중을 적용해야만 한다.

5.5 RETREATING
각 불록은 일반적인 전투 턴에 후퇴

(공격하는 대신에) 할 수 있다.

• 블록은 인접한 아군이나 중립 지역에 후퇴
해야만 한다. 블록은 경쟁이나 적 지역으로
후퇴할 수 없다. 블록은 사용 가능한지역으
로 후퇴할 수 있다.

• 만약 여러 블록이 동시에 후퇴할 요건이 된
다면, 곧바로 세워 보이지 않게 적으로부터
목지로 후퇴한다.

• 경계 한계는 각 전투 라운드와 재편성 
시에 3라운드 후에 강제 후퇴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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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ltroms
schiltrom은 일단의 보병집단이 커다란
둥근 원(또는 장방형)을 이루고 긴창으로
무장하여 중기병의 돌격에 저항하기 위한
진형을 말한다. 무너진 방어선을 필요에
따라 다시 형성하기 위하여 보충병은 중
앙에 대기를 하였다.

Falkirk전투에서 Wallace에 의해 개발되어, 
Bruce가 숙련병으로 구성하여 대형을 이루며, 
이동과 공격을 할 수 있게 개선하였고, 이 후
Swiss Pikeman에 의해 개선되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비록 항상 대량의
(화살이나 대표등의) 장거리 공격에 취약
하였으나, schiltrom은 전장에서 기사들의
효과를 엄청나게 감소시킨 혁명적인 개발
이었다.

❒ Schiltroms (optional rule)
스코틀랜드 schitrom에 관련하여 전투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스코틀랜드 보병은 영국 측이 궁

병이 없을 때 전투에서 +1(C3=C4)으로 공격을 한

다.

The Longbow
전쟁은 영국의 장궁에 대한 시험장이었고, 곧 그 무
기는 100년 전쟁 동안 프랑스를 곧 공포에 떨게 했
다. 장궁은 350-400야드의 사거리를 가졌지만, 
100-175파운드를 들기 위한 강한 힘과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했다. 에드워드 1세는 이 무시무시한 무
기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중세의 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첫 번째 인물이었다.

스코틀랜드 궁병은 흔치 않았다 - Etterick 숲의 짤
은 활을 가진 궁병과 투척 병은 영국의 장궁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Attacker or Defender
양 플레이어는 전투 전에 이동하기 때문에 한 플레

이어는 몇몇 전투에서 방어자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공격자가 된다.

Combat Reserves
주 공격 블록은 전투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같

은 경계를 지나며, 같은 지역에서 차례를 시작한

다. 다른 모든 블록은 예비가 된다. 주 공격 블록

은 자발적으로 예비가 될 수 없다.

주 공격 블럭들은 자발적으로 대기병력이 되어서
는 안된다. 주 공격 블럭은 공격하는 그 지역에 놓
고 대기병력은 그들이 참전하기 전까지 경계에 유
지해라.
켈트 연합 롤을 해야 하는 대기병력은 컴뱃 라운드 2
까진 주사위를 굴리지 못한다.

Closing Borders
지역을 공격하거나 증원되는 블록만이 경계를 닫는다

(close). 전투를 시작하지 않는 첫 플레이어의 이동

은 어떤 경계를 닫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첫 플레이어(스코틀랜드)가 Badenoch에서
Atholl로 2개의 불록을 이동하고 Badenoch를 비워
둔다. 두 번째 플레이어(잉글랜드)가 Atholl을 공격
한다. 두 플레이어 다 Atholl-Badenoch 경계로 후
퇴가 가능하지만, 어느 한 플레이어가 그 경계를 통
해 먼저 이동이나 후퇴를 하면, 다른 적은 그 경계가 
막히게 된다. 

Ulster나 Wales 군인은 전장에서 완
전히 신뢰할 수 없다. 매번 Ulster와 
Welsh 블록(보병과 궁병 둘 다)은 전투 
때마다 공개하고, 각 불록에 대해 1개의 주
사위를 굴린다.



• 경계 제어: 블록은 적 플레이어가 전투에 돌
입하기 위해 사용한 경계를 통해서는 후퇴
할 수 없다. 만약 두 플레이어가 같은 경계를
사용했다면, 단지 두 번째 플레이어만이 그
경계를 통해서 후퇴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후퇴할 수 없는 불록은 제거된다
(5.8).

• 영국 불록은 스코틀랜드로 후퇴/재결성을 
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 불록은 영국으로 후
퇴/재결성을 할 수 없다.

• 노르웨이의 후퇴/재결성은 4.7을 보세요.

5.6 REGROUPING
전투에서 승리로 끝났을 때 즉시 재편성

할 수 있다. 승리한 모든 블록(모든 예비도 포
함)은 인접한 지역 어디로나 아군 지역 또는 
중립지역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

중요: 후퇴에 대한 모든 규칙과 한계는 경계 
제어를 제외하고 재편성에 적용된다.

5.7 CApturing nObleS
귀족이 전투에서 제거될 때, 즉시 힘이 1

인 적 측(블록 색깔을 바꿈)으로 바꾸고 대기
장소로 배치한다. 포로로 잡은 귀족은 다음 전
투 라운드에 새로운 측면을 위해 싸운다.

예외: 스코틀랜드의 귀족 MORAY는 절대
로 충성도가 바뀌지 않는다. 만약 전투에서
Moray가 죽는다면 영구히 제거된다. 

5.8 ELIMINATED BLOCkS

제외: 만약 전투에서 죽거나 필요시 후퇴가 
불가능할 경우, 검은 십자가가 있는 블록(사
이드 바를 보세요)은 영구히 제거된다. 만약 
이 블록이 Winter 소모(Attrition) 혹은 
Border Raids, Pillage 카드에 의해 제거된
다면, 보충 풀로 돌아갑니다.

5.9 BORDER RAIDS
스코틀랜드 플레이어는 영국(휴전일 때

를 제외하고)을 습겨할 수 있다. 습격에는 국
경을 가로지르기 위해 블록 당 1 이동 포인트
를 소비한다.

만약 영국 플레이어가 보드에 귀족 블록
만 있다면, 제거되는 블록은 없다. 습격 주인 
블록은 England에서 겨울을 보낼 수가 없다.

6.0 kINGS
6.1 ENGLISh kINGS

에드워드 블록은 1306년까지 혹은 전투
에서 죽을 때까지 에드워드 1세를 표현한다. 
다른 경우에는 에드워드 2세가 된다. 에드워
드 2세로 바뀌면 2가지 효과를 가진다:

• 에드워드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겨울(7.4)을 보낼 수 없다

• 만약 에드워드 2세 블록이 전투에서 제거
된다면, 스코틀랜드는 서든 데스 승리로
승리한다(9.1).

6.2 SCOTTISh kINGS
스코틀랜드는 게임 시작에는 왕 블록을 

가지지 않는다. 스코틀랜드는 게임 당 한번 
왕을 즉위 시킬 수 있다. 왕좌에 즉위하기 위
해서는 3명의 후보가 있다: Bruce, Comyn 
그리고 Balliol. 만약 스코틀랜드 왕이 즉위하
고 전투에서 죽은 후에는 영국이 서든 데스 
승리로 승리한다(9.1).

6.21 Bruce or Comyn
Bruce 혹은 Comyn 즉위하기:

• Wallace는 죽어야만 한다.

• 후보는 Fife에 위치해 있어야만 한다.

• 스코틀랜드 플레이어는 일반 적인 이벤
트 대신에 “대관식”을 공표하고 아무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해야만 한다.

그리고 왕 블록은 최대 강함으로 Fife에 
배치한다. 다른 가문의 일원으로 표현되는 후
보 블록은 일반 귀족 규칙 아래 플레이에 남는
다.

만약 Bruce가 왕이 된다면, Moray를 
제외한 모든 Comyn 귀족은 영국으로 망명
하게 되고, 혹은 Comyn이 왕이 된다면, 모
든 Bruce 귀족은 즉시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모든 전투 결과는 공격자처럼 즉시 망
명한 귀족과 싸우게 된다.

6.22 king Balliol
프랑스로 추방당한 Balliol 왕은 왕좌에 

다른 왕이 오르지 못한다면, 1301년의 시작
에 왕좌로 돌아온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 프랑스 기사가 맵에 있어야 한다.

• 스코틀랜드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이벤트
대신에 “왕의 귀환”을 공표하고 아무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해야만 한다.

Wallace는 죽거나 살아 있어도 된다. 왕 
블록은 프랑스 기사와 함께 최대 강함으로 즉
시  배치된다. 모든 Bruce 귀족은 즉시 영국
으로 망명한다. 모든 전투 결과는 공격자처럼 
즉시 망명한 귀족과 싸우게 된다.

hAMMER OF ThE SCOTS TM

Edward the Longshanks
Edward 1세는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행정의 위대한
건축가, 제정의 혁신자, 의회설립의 공헌
자 등으로 일컬어 지는 볍률 제정의 선구
자, 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왕들과 교황
은 그를 높게 평가하였고 그만큼 높게 평
가된 잉글랜드 귀족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Lewes의 노래는 Edward를
거만하고 무서운 그러면서 믿을 수 없고
기만적인 용감한 사자에 비유한다. 말년
의 판결에 대한 위임은 무자비하고 불평
등한 살인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전쟁
을 국가간 전쟁이 아닌 반란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기사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
다. 끔찍한 살인과 무법이 전쟁동안 자행
되었다.

Edward의 행동은 왕으로서의 그의 권
리를 강화시키고, 보호하기위한 공포정치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교활한 전략가
라기 보다는, 실제적인 기회주의자였다.
조카의 죽음과 그리고, 1286년 Alexander
3세와의 동맹기간에 스코틀랜드에서 친위
대를 동행시켰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가 공석인 왕좌에 관한 Bruce
와 Balliol간의 논쟁에 대한 판결을 문의
받았을때(역사가들은 이를 The Great
Cause라 부른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통
치하려는 오랫동안 숨겨놓은 야망을 주장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1263-1267년의 Montifortian 반란, 1270
년 교황 Urban 4세의 성전과 1277년
1282-1283년, 1294-1295년의 Welsh의
전쟁에서 전투로 단련된 배테랑으로서,
Edward 는 유능한 전투 지휘관이었고 인
력, 물자등을 조달하는데 능숙하였다. 스
코틀랜드는 오직 Edwrd 1세가 스코틀랜
드에 없거나 죽은 후에야 승리할 수 있었
다.

Black Cross Blocks

Scottish English
• Wallace • Hobelars
• Moray • Edward I 
• Norse
• French Knights

Defection Battles(망명 전투)
대관식 이벤트 혹은 전조 카드에 의해서 야기되는 

망명 전투는 일반 전투처럼 싸우게 된다(최대 3 라

운드; 승자는 재편성할 수 있다, 기타 등등).

Coronation & English Event Card
만약 영국 또한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한다면, 먼저 

(4.1) 해결한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차례에 대관식

이나 카드에 나와 있는 이벤트를 사용할 것이니 아닌

지를 결정하는 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

다.

Raids and Truces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비어 있는 경우 휴전 이벤트 동

안에는 국경선 공격 개시를 할 수 없다. 이미 영국에 

스코틀랜드 블록이 있다면, 휴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그리고 영국 플레이어는 여전히 블록 제거를 가

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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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이 아닌 블록이 제거될 때, 플레이어
의 보충 풀에 가져다 놓고, 영국의 Feudal 
Levy 또는 스코틀랜드의 Winter Build 동안 
게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만약 England를 차지하는 스코틀랜드 
블록이 1개 이상 있다면, 영국 플레이어는 매 
게임 턴의 끝에 귀족이 아닌 블록 1개를 제거
해야만 한다. 영국 플레이어는 어떤 블록이 
제거되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7.0 Wintering
게임의 해는 두 플레이어가 동시에 이벤

트 카드를 플레이하거나, 5장의 이벤트 카드
가 모두 플레이 된다면 끝난다. 카드는 절대
로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해가 끝날 때, 몇몇 블록들이 해체(보충 
풀로 돌아온다) 되고 플레이어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특별한 겨울 턴을 가진다. 주어진 
정확한 순서에 따라 겨울 행동을 플레이한다.

7.1 nObleS gO HOMe
귀족은 해체하지 않는다.

먼저 모든 영국 귀족은 그들의 고향으로 
이동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적이 차지하고 있
다면, 영국 귀족은 현재 강함으로 스코틀랜드
로 망명한다.

그리고 모든 스코틀랜드 귀족은 그들의 
고향으로 이동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적이 차지
하고 있다면, 스코틀랜드 귀족은 현재 강함으
로 영국에 망명한다.

예외: MORAY는 고향이나 있던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다(성 제한에 따라). 그는 
역시 해체할 수도 있다.

7.12 bruce & Comyn
Bruce와 Comyn은 두 지역 중에 한 곳으

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들은 2 곳의 고향에 적
이 차지하고 있으면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새
로운 소유주는 2곳의 고향 중에 블록을 바꿔서 
넣을 수 있다.

7.2 SCOttiSH King
왕은 아군 지역이나 중립 대성당이 있는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고, 위치한 곳에 유
지(성의 한계에 따라) 하거나 해체될 수 있다.

7.3 engliSH DiSbAnDing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블록은 해체해야만 
한다.

7.31 Knights, Archers & Hobelars
궁병, 기사, 경기병은 해체해야만 한다

(7.4 제외를 보세요).

7.32 english infantry

7.4 eDWArD Wintering
만약 스코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다면, 

에드워드 1세는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던가 
해체해야만 한다.

• 에드워드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

• 왕은 영국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

•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연속으로
2번 겨울을 보낼 수 없고, 1306년에 스코틀
랜드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

만약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겨울
을 보낸다면, 모든 빨간색 블록(귀족은 제외)은 
그 지역의 성의 한계에 관계 없이 그와 함께 겨
울을 보낼 수 있다.

주의: 에드워드가 겨울을 보낸 다면, 이번 
겨울에는 Feudal Levy를 할 수 없고, 영국
은 다음 해에 보충 없이 시작한다.

7.5 SCOttiSH DiSbAnDing

예외: 월레스는 2 강함을 얻고 Selkirk(적
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한)로 이동할 수 있
다. 

7.6 Winter builDS
아군 지역은 성의 한계(Angus = 2 RPs)

와 같은 보충 포인트(RPs)를 생성한다. 대성
당은 대성당이 있는 지역에 대해 스코틀랜드
에게 +1RP를 추가한다.

7.61 French Knights
만약 스코틀랜드가 제어하는 귀족의 수가 

+8라면, 보충 풀에서 스코틀랜드에 프랑스 기
사를 추가한다. 한번 가져온 프랑스 기사 블록
은 제거될 때까지 플레이에 남는다(5.8).

7.62 Scottish builds
각 RP는 둘 중에 하나에 사용된다:

• 보충 풀에서 블록 한 개를 가져오고 강함 
1로 원하는 지역에 배치한다.

• 원하는 지역에 있는 블록 한 개를 한 단계
강함을 올린다.

RPs는 블록을 가져오거나 강함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 블록에 여러 개의 강함
을 올릴 수도 있다. 플레이어는 가져오는 블록
에 강함을 올릴 수도 있다. RPs는 저장되지 
않는다.

블록을 가져온다면, 성의 한계는 따라
야만 한다. 그러므로 만약 Buchan에 두 개
의 블록이 이미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블
록은 추가할 수 없다.

만약 Lanark 혹은 Badenoch (내륙)
를 위해 노르웨이나 프랑스를 집어 온다
면, 다른 블록을 집어온다.

7.63 english builds
영국 플레이어는 아군 지역에 발생한 RPs

를 보병을 강하게 하거나 귀족이 위치한 곳에
만 RPs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 플레이어는 블
록을 배치하기 위해 영국 보충 풀에서 블록을 
가져오기 위해 RPs를 사용할 수 없다.

7.7 engliSH FeuDAl leVy

• 보충 풀에 있는 모든 블록(뒷면이 보이
도록)을 섞는다.

• 절반(반올림)을 가져오고 England에 
최대강함으로 배치한다.

7.8 neW CArDS
덱을 섞고 각 플레이어에게 5장씩 새로운 

카드를 나누어 주고 다음 해를 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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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ttish Nobility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귀족 블록의 제거는 해당 
귀족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귀족들은 종
종 전투에서 생포되어 가신들이나 상속자들의 충
성심을 보장받기 위한 인질로 이용되었다. 간단
한 구금 후에, 사죄와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하면 
자유롭게 풀려났었다. 전장에서의 귀족의 죽음은 
해당 가문에 새로운 영주의 출현을 나타내며, 새
롭게 권력을 승계한 군주는 종종 반란에 대하여 
이전 군주와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잉글랜드에 대한 마음속의 증오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전쟁 역사서인 
lanercost Chronicle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스코틀랜드는 자신들 사이에서도 나누어져서, 
어떤 경우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쪽에 아들은 잉글
랜드 쪽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며: 형제가 
서로 나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잉글랜드 편인 
이들 모두는 단순히 형식적이었는데, 이는 잉글랜
드의 강력한 군대와 점령당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었다.: 이는 비록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더
라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국민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the English levy
봉건시대에는, 잉글랜드 왕은 종종 프랑스, 스코틀랜
드와의 전쟁시, 잉글랜드의 주요 귀족들에게 군대를 
요청하였다. 경제적이고 정치적 현실성은 (잉글랜드 
왕에게는 양쪽 지역 중 중요한 지역인) 프랑스에 보
다 더 집중하였기에, 매년 스코틀랜드를 공략하지는 
않았다.

게임에서 잉글랜드 측 플레이어는 높은 이동 카드를 

많이 가져야만, 스코틀랜드의 산을 오를 수 있다. 10 

포인트 이상의 이동 능력을 갖고 있어야, 북부의 

Moray까지 1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Edward 1세와 Fife 나 Stirling에서 겨울나기를 하

는 것이 때때로 북부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이다.

Saving Replacements
보충 단계는 저장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단계는 몰수된다.

Noble home Areas
귀족은 다른 블록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해체
될 수 없다(Moray는 제외).

스코틀랜드 블록은 성의 한계 혹은 해체 
에 따라 지역에 남을 수 있다. 성의 한계 과잉
으로 귀족이 아닌 블록은 해체해야만 한다
(소유자 선택).

보병(Wales와 Ulster 포함)은 성의 
한계나 해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남아 있
을 수 있다. 성의 한계를 넘는 보병은 해체
해야만 한다(소유자 선택).

영국 플레이어는 에드워드 1세가 스
코틀 랜드에서 겨울을 보낼 때를 제외하고 
Feudal Levy에 의해서 새로운 블록을 받
는다.



8.0 SCENARIOS
8.1 BRAVEhEART

스코틀랜드 귀족은 Dunbar 전투 이후 비
참한 노예생활에 굴욕을 느끼며 몰락하였다. 
그러나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용기 있는 두 
젊은이가 엄청난 역경을 시작하는 싸움을 계
속하기 위해 능력을 발휘했다.

윌리엄 월레스는 1294년에 산적으로 돌
변했다. 그의 영국에 대한 살인적인 게릴라 전
쟁은 1297년 Lanark의 약탈로 극에 달했다. 
갑자기 무적인 영국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닌 것
처럼 보였다. 한편 북쪽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
유한 가문인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기사인 
Andrew de Moray는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 
유혈 폭동을 일으켰다.

이미 1296년 가을에 산발적인 저항과 불
만으로 들끓던 스코틀랜드는 1297년 봄에 공
개적인 발란으로 타올랐다. Longshanks(에드
워드 1세의 별명)는 두 영웅에 의한 불을 끄는
데 7년이 걸렸다.

DURATION
한 쪽이 서든 데쓰 승리를 달성하지 

않는 한 1297년부터 1305년까지.

ENGLISh DEPLOYMENT
맵 보드에 최대 강함으로 아래의 리스트

에 나와 있는 블록을 배치한다:

Galloway는 제외)을 고향에 둔다. 
Comyn은 Badenoch에 배치한다.

Lothian: Cumbria 보병.

Mentieth: Northumber 보병.

England: 영국의 보충 풀에 뒷면이 보이도록 
13개의 다른 빨간 블록들을 배치하고 잉글
랜드에 4개의 블록을 뽑아서 가져다 둔다.

SCOTTISh DEPLOYMENT
맵 보드에 최대 강함으로 아래의 리스트

에 나와 있는 블록을 배치한다:

Annan: Bruce.

Galloway: Galloway.

Fife: Wallace, Douglas, & Barclay.

Moray: Moray, Fraser.

Strathspey: Grant.

스코틀랜드의 왕(6.2)와 프랑스의 기사
(7.61)은 맵에서 제외한다. 스코틀랜드 보충 
풀에 뒷 면이 보이도록 7개의 다른 파란 블록
들을 배치한다.

8.2 ThE BRUCE
1304년 2월에 Longshanks에게 John 

Comyn’s 항복 협상 후, 스코틀랜드에는 불
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Robert Bruce는 
Comyn’s 반란을 지원하지 않았고, 스코틀
랜드의 왕좌를 그에게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에드워드의 배신으로 분개했다. Bruce는 그
에게 호의적인 귀족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고, 반란을 위해 그의 동포를 부추겼고, 
1305년 8월에 월레스의 잔인한 처형 소식이 
퍼질 때라 작업은 쉬웠다.

Bruce와 John Comyn은 Dumfries 
church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그들은 현명한 
Bruce 계획으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됐다; 이 
논쟁은 Bruce의 칼이 Comyn의 심장을 뚫으
면서 끝났다.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면죄부를 받고 
Bruce는 반란 발생 10주년이 되는 1306년 3월에 
왕관을 섰다. 영국의 공격이 임박과 Comyn 충
신에 대한 내전에 직면했고, Bruce는 필사적으
로 군대를 조직하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

DURATION
한 쪽이 서든 데쓰 승리를 달성하지 않

는 한 1306년부터 1314년까지.

ENGLISh DEPLOYMENT
맵 보드에 최대 강함으로 아래의 리스트

에 나와 있는 블록을 배치한다:

 6개를 고향에 배치한다. Comyn은 
Badenoch에 배치한다.

Moray: Cumbria 보병.

Mentieth: Mentieth, Northumber 보병.

Lothian: Durham 보병.

Lanark: Stewart, Westmor 보병.

England: 영국의 보충 풀에 뒷면이 보이도록 
11개의 다른 빨간 블록들을 배치하고 
잉글랜드에 6개의 블록을 가져다 둔다.

중요: 에드워드 1는 1306년 끝에 죽고, 
왕 블록은 에드워드 2세가 된다(6.1을 보
세요). 에드워드 1세는 1306년 겨울을 스
코틀랜드에서 보낼 수 없다.

SCOTTISh DEPLOYMENT
맵 보드에 최대 강함으로 아래의 리스트

에 나와 있는 블록을 배치한다:

귀족: Dunbar, Lennox, Atholl, Mar 
를 고향에 배치한다. Bruce는 Carrick
에 배치한다.

Fife: King, Douglas, Barclay.

Lennox: Campbell.

Carrick: Lindsay.

한 쪽에 치워둔 Wallace와 Moray(죽
음), 프라스 기사(7.61)는 맵에서 제외한
다. 스코틀랜드의 보충 풀에 뒷면이 보이도
록 7개의 다른 블록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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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yn & Bruce
The bitter struggle between the Bruce and 
Comyn factions for control of  Scotland defined 
the conflict. Robert the Bruce was determined 
to win the Scottish throne that was - in his 
mind - wrongfully denied his family after King 
Alexander III's death in 1286.  Bruce's changing 
allegiances during the first conflict (1297-1304) 
suggest that his main priority was possession of  
the crown, not national independence.

The Comyns, on the other hand, were the 
most powerful members of  the Scottish "war 
party" and strong supporters of  the exiled King 
John Balliol.  This made them not only natural 
enemies of  the Bruce but also implacable foes 
of  the English.  They led the rebellion against 
England after Wallace’s defeat at Falkirk in 1298, 
and made reluctant peace with Edward in 1304 
after the English king agreed they could keep 
their lands. Only when John "The Red" Comyn, 
the Lord of  Badenoch, was murdered by Bruce 
in a Dumfries church in 1306 did the Comyns 
finally turn away from the cause of  freedom and 
make firm alliance with the English. 

The Auld Alliance
The Anglo-French conflict constrained Edward’s 
ability to prosecute the war in Scotland. French 
King Philip’s savage naval raids against English 
seaports in 1295 caused hysteria throughout 
the realm and ensured that England would 
concentrate her primary attention southward. 
The disastrous Flemish campaign in 1297, 
reinforced anxiety over affairs across the 
channel.

By 1302, rumors reached England that the 
French were planning to send the Count of  
Artois at the head of  a large force of  knights 
to return the exiled King John Balliol to the 
Scottish throne. Alarmed that the Balliol dynasty 
might be reestablished at his expense, Robert 
the Bruce defected from the rebellion and made 
common cause with Edward I, who promised 
that, should he ever reestablish English authority 
in Scotland, Bruce would be King.

On July 11, 1302, however, the threat of  a 
French invasion of  Scotland was squashed 
forever. 13,000 men of  Flanders adopted the 
schiltrom tactics pioneered by Wallace at Falkirk 
and slaughtered 7,500 French horse at the battle 
of  Courtrai. When news of  the disaster reached 
Scotland, the heart went out of  the rebellion and 
Edward confidently turned his full attention to 
finishing off  Comyn and his allies. By 1304, the 
war – so nearly won by the rebellious Scots two 
years earlier – had ended.  Another, however, 
was about to begin.

Nobles: 모든 귀족(Bruce, Moray 그리고 

Nobles: 모든 Comyn 귀족( Moray는 아님)



8.3 CAMPAIGN GAME
이 게임은 Braveheart 시나리오로 시작

해서 한 플레이어가 승리할 때까지 플레이
를 한다. 필요하다면 1314년 해를 넘어 
게임을 확장한다.

기억하기: 에드워드 1세는 1306년에 스코틀
랜드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고, 1307년 부터
는 에드워드 2세가 된다.

9.0 VICTORY
게임의 목적은 시나리오 끝에 가장 많은 

귀족을 제어하는 것이다. Braveheart 시나리
오에서 1305년 끝에 두 플레이어가 7개의 귀
족을 제어한다면 무승부이다. 이 경우 맵에 월
레스가 있다면 스코틀랜드가 승리한다; 영국
은 월레스가 죽었거나 보충 풀에 있다면 승리
한다.

9.1 Sudden Death
다음과 같을 때 즉시 승리한다:

• 게임 턴의 끝에 모든 귀족을 플레이하는 플
레이어이다. 기억해둘 것: Moray는 절대
로 영국에 항복하지 않는다; Moray는 이
방식에서 승리를 위해 영국의 보충 풀에 있
거나 죽어야만 한다.

• 영국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왕
을제거한다면 즉시 승리한다(5.8).

• 스코틀랜드 플레이어가 에드워드 2세를 
전투에서 제거한다면 즉시 승리한다(5.8).

아 브로스(Arbroath), 1320년 4월 6일 선언

Yet if  he [Robert the Bruce, King of  Scotland] should 
give up what he has begun, and agree to make us or 
our kingdom subject to the King of  England or the 
English, we should exert ourselves at once to drive 
him out as our enemy and a subverter of  his own 
rights and ours, and make some other man who was 
well able to defend us our King; for, as long as but 
a hundred of  us remain alive, never will we on any 
conditions be brought under English rule.  It is in 
truth not for glory, nor for riches, nor honors that we 
are fighting, but for freedom – for that alone, which 
no honest man gives up but with life itself.

TOURNAMENT PLAY

영국(E#)을 플레이하기 위한 경매는 플레
이어들이 보충 풀에서 에드워드 왕을 앞면이 
보이도록 하여 몇년 이후부터 플레이를 할 
년의 수이고, 가질수는 없지만 여전히 feu-
dal levy 사이즈로 계산한다. 

스코틀랜드(S#) 플레이를 위한 경매는 영
국이 1297년 Feudal Levy로 4개에서 얼마나 많
은 블록이 추가될건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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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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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Round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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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ed Areas 4.5
Enemy Area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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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ing 4.6
Regrouping 5.6
Replacement Points (RPs) 7.6
Retreats 5.5
Scenarios 8.0

 Braveheart 8.1
 The Bruce 8.2

Scottish King 6.2, 7.2
Scottish Builds 7.62
Strength 2.11
Victory 9.0
Wallace 2.21, 7.5
Winter Build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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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멘트의 게임 마스터는 경매를 비교한
다. 상대 입찰은 서로를 상쇄시키고 이 플레
이어들은 서로에 대해 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유로 E3를 경매한 사람은 S3를 경매한 사
람과 플레이를 하고 서로 적용할 효과는 없
다.

토너먼트에서 어느 쪽을 우선할 건지에 
대한 방법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E1, E2, 
E3, S1, S2 혹은 S3 중에 하나를 비밀리에 
경매를 하는 것이다.

남은 입찰은 높은 입찰 플레이어에 적용
되는 순수 효과와 최대한 일치합니다. 그런 
이유로 E2 대 S1 게임은 E1을 가지게 되므
로 에드워드는 1297년에 플레이를 하지 못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