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MMER OF THE SCOTS RULE SUMMERY

승리 조건: 대부분의 귀족을 소유하거나, 에드워드 사망 및 스코틀랜드 왕 사망 시.

* 게임 준비는 시나리오 참조
Game Turn 

한해가 끝날 때까지 
1. 카드 페이즈

동시에 플레이. 높은 수가 선. 이벤트 
카드가 선. 이벤트 동시 사용 혹은 5장 모두 
사용하면 한해 끝.

2. 이동 페이즈
카드 값이 높은 사람이 먼저 이동(=영국)
블록은 턴 당 한 번.

3. 전투 페이즈
전투 판 참조

* 겨울 턴(한해가 끝나면).
Ÿ 성의 한계만큼. 
Ÿ 한계 보다 많으면 해체. 
Ÿ 덱을 섞고 5장씩 분배.

1.2 성의 한계
Ÿ 보유, 회복 및 보충 수
1.3 대성당
Ÿ 스코틀랜드만 적용
Ÿ 성의 한계 +1
Ÿ 스콧의 왕은 겨울 동안 아군 및 중립 대성

당으로 이동 가능하다.
2.1 블록 정보
Ÿ 이동과 전투 능력을 정의하는 숫자와 문양
2.1 전투력
Ÿ 블록 상단의 별의 개수(굴림 주사위 수)
Ÿ 피해 적용 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피해 예제)B3는 굴림 결과 1-3이 명중
4.3 경계 제한(Player별 제한)
Ÿ 녹색 최대 6개
Ÿ 빨간색 최대 2개, 지나가면 정지해야 함.
4.4 영국-스콧 국경선
Ÿ 이동 점수 당 1개 블록.
Ÿ 같은 지역 공격할 경우 하나의 그룹이 된

다.
Ÿ 영국에 스콧 블록이 있다면, 매 턴 당 영국

은 일반 블록 1개를 제거해야함.
Ÿ 영국을 습격한 블록은 겨울을 보낼 수 없다.
4.6 고정
Ÿ 공격(예비포함)은 같은 수인 방어자 블록의 

이동만을 막는다(방어자 선택으로 고정된 
것 이외의 블록은 이동 및 공격 가능).

4.7 노르웨이 이동

Ÿ 출발지와 목표지 선언
Ÿ 1 이동 포인트로 이동
Ÿ 바다 이동 카드 사용이나 영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5.0 전투: 배틀 보드 참조.
5.2 켈트족 통합
Ÿ 전투 때마다 Ulster와 Welsh블록은 주사

위 굴림을 해야 한다.
1-4: 효과 없음
5-6: 블록은 보충풀로 돌아감

6.1 영국 왕
Ÿ 1305년까지 에드워드 1세 이후는 에드워드 2세
Ÿ 2세가 죽으면 스콧 승리.
6.2 스코틀랜드 왕
Ÿ 게임 당 한 번 즉위
Ÿ 후보 Bruce, Comyn, Balliol
Ÿ 왕이 죽으면 영국 승리
6.21 Bruce or Comyn
Ÿ Wallace 사망
Ÿ 후보 Fife에 위치
Ÿ 이벤트 플레이 대신 대관식을 공표 후,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
Ÿ 왕 블록을 최대 전투력으로 Fife에 배치

하고, 나머지 귀족은 플레이에 남음
Bruce가 왕이 되면
Ÿ Moray를 제외한 모든 Comyn은 영국으

로 망명.
Comyn이 왕이 되면
Ÿ 모든 Bruce 귀족은 영국으로 망명.
Ÿ 망명한 귀족은 가능 하다면 즉시 전투에 

참여.
6.22 King Balliol
Ÿ 1301년 이전에 왕이 없다면, 왕이 된다.

조건
Ÿ 프랑스 기사가 맵에 존재
Ÿ 스콧 측은 이벤트 플레이 대신에 “왕의 

귀환” 공표 후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
Ÿ Wallace의 생사 여부는 무관
Ÿ 왕 블록은 프랑스 기사와 함께 최대 전투

력으로 배치
Ÿ 모든 Bruce 귀족은 즉시 영국으로 망명.
Ÿ 망명한 귀족은 가능 하다면 즉시 전투에 

참여.

7.0 겨울 보내기
7.1 귀족은 고향으로
Ÿ 모든 귀족은 고향으로
Ÿ 고향에 적이 있다면, 영국 귀족 혹은 스

콧 귀족은 현재 전투력으로 상대편으로 
망명.

Ÿ Moray는 고향이나 있던 지역에 남아 있
을 수 있다.

7.12 Bruce & Comyn
Ÿ 두 고향 중 하나로 가야 한다.
Ÿ 적이 있다면 소유주는 2곳 중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7.2 스콧 왕
Ÿ 아군 지역 및 중립 대성당이 있는 곳에 

이동, 유지 및 해체할 수 있다.
7.3 영국의 해체(해체는 보충풀로 가는 것)
Ÿ 영국에 있는 모든 블록.
7.31 기사, 궁병, 경기병(유닛 구성 참조)
Ÿ 모두 해체
7.32 영국 보병
Ÿ 보병(켈트 포함)은 성의 한계에 따라 스콧

에 유지 및 해체.
7.4 에드워드 겨울 보내기
Ÿ 에드워드 1세는 스콧에 있다면, 유지 혹

은 해체해야 함.
Ÿ 에드워드 2세는 스콧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
Ÿ 왕은 영국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
Ÿ 에드워드 1세는 스콧에서 연속으로 2번 및 

1306년 겨울을 보낼 수 없다.
주의: 에드워드가 스코틀랜드에서 겨울을 보낸

다면, 이번 겨울에는 Feudal Levy(징
집)가 없고, 영국은 다음 해에 보충 없
이 시작한다.

7.5 스코틀랜드 해체
Ÿ 스콧 블록은 성의 한계 및 해체에 따라 

지역에 남을 수 있다.
Ÿ 성의 한계를 넘는 일반 블록은 해체 해야

만 한다.
예외: Wallace는 전투력 2를 얻고, Selkirk

(적이 없어야 함)로 이동할 수 있다.

7.6 Winter Builds(동절기 강화)
Ÿ 아군 지역 성의 한계와 같은 보충 점수

(RPs)를 생성한다. 대성당은 +1(스콧에게
만 적용)

7.61 프랑스 기사
Ÿ 스콧의 귀족 수가 +8이라면, 보충 풀에서 

가져와 프랑스 기사 추가.
7.62 스코틀랜드 강화
RP는 둘 중에 하나에 사용
Ÿ 보충 풀에서 블록 1개 가져오고, 전투력 

1로 원하는 지역에 배치(성의 한계는 지
켜야 함)

Ÿ 원하는 지역에 있는 블록 1개를 한 단계 
전투력을 회복.

만약 Lanark 혹은 Badenoch(내륙)에 노르
웨이나 프랑스를 집는 다면, 다른 블록을 집
어 온다.
7.63 영국 강화
Ÿ 영국은 RPs를 귀족이 위치한 곳 혹은 귀

족이 없는 아군 지역의 보병 강화에만 사
용할 수 있다.

7.7 영국 Feudal Levy(징집)
Ÿ 보충 풀에 있는 뒷면인 블록을 섞는다.
Ÿ 절반(반올림)을 가져오고, 영국에 최대 전

투력으로 배치.
유닛 구성.

* 양측은 경기병을 가지고 있다. 
(영국 경기병 A2, 스콧 경기병 B1)

아이콘 병종 소속 순위

궁병
영국 B3
스콧 B2

기사 영국 B3

기사* 프랑스 B3

보병 영국 C2, C3

보병 스콧 C2, 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