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기와 공포)
만약 Sauron(사우론)이 "전쟁"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사우론 성채와 같은 지역에 있거나 
인접한 지역의 자유민족 부대를 
선택하라.
주사위 3개를 굴리고 각 5+의 결과에 대
해 명중 1개를 가한다.
그리고 만약 그 자유민족 부대가 사우론
성채안에 포위 되어 있다면, 같은 지역에
사우론 정규 유닛 2개를 모집한다;
그 외에는 인접한 자유 지역 안에 그들을
모집한다.

SWARM OF BATS
(박쥐 떼)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전투 카드의 효과를 취소한다.

만약 자유 민족 플레이어가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지도자 
재굴림한 모든 주사위에 1을 더한다.

(돌 굴두르의 암흑 부대)

만약 Nazgul(나즈굴)이 돌 굴두르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돌 굴두르에 있는 나즈굴의 지도력과 
같은 Sauron(사우론) 정규 유닛 수를 
모집 한다(최대 5개, 그리고 누적 제한은 
지킨다).
당신이 그 부대와 함께 공격이나 이동을 
할 수도 있다.

MUMAKIL
(무마킬:코끼리 이름)

Southrons & Easterlings(남부인과 
동부인) 정예 유닛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 1을 
더한다. 만약 지도자 재굴림 후에, 당신의  

상대보다 더 많은 명중을 가한다면
(자유 민족이 전투 카드를 사용해 우선  

전투 공격으로 명중을 가한 것도 포함),  
추가로 명중 1개를 가한다.

(절망의 대장)

만약 Witch-King(마술사 왕)이 플레이 
중이고 골룸이 원정대의 안내자가 
아니라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다음 행동 시작에서 당신이 사용한 모든 
인물 행동 주사위는 행동을 완료한 후에 
눈(eye) 주사위 처럼 Hunt(추적) 상자에 
추가한다.
당신은 만약 원정대가 정복되지 않은 
자유민족 성채에서 선언하거나 혹은 
골룸이 원정대의 안내자가 된다면, 즉시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SERVANT OF THE SHADOW
(암흑의 하인)

만약 암흑 Minion(하수인)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전투 굴림 전에 하수인의 지도력을 
박탈한다. 암흑 플레이어의 전투

굴림 동안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박탈한 
모든 지도력보다 1개 적은(최소 1개) 

주사위를 굴린다.

(문은 닫혀있다)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만약 원정대가 선언하거나 노출됐을 때, 
정복되지 않은 암흑 성채에서 정지해 남아 
있거나, 통과하거나,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동을 한다면, 당신은 추가 Hunt(추적) 
타일을 가져오기 위해 "닫혀 있는 문"을 
제거할수 있다. 만약 그 타일이 눈(eye)을 
보여 준다면, 효과 없이 제거한다. 
이 외에는 성공적인 추적 규칙을 따른다. 
타일에 있는 어떤  "노출" 아이콘은 
무시한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서부의 의지 주사위 
결과를 사용하거나 혹은 만약 회색의 
간달프 혹은 골룸이 안내자면, 인물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닫혀 있는 문"을 
     제거할 수 있다.

WORDS OF POWER
(위력의 말들)

만약 Nazgul(나즈굴)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동반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동반자의 
원정대와 특수능력은 이번 전투 

라운드에서는 취소된다.

(엘프 반지의 전설)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행동 해결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어떤 
엘프 반지의 파수꾼의 주사위 결과가 
“눈(eye)”이라면,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행동 굴림 결과의 주사위 1개를 다른 
결과로 바꿀 수 있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서부의 의지 주사위 
결과를 사용하거나 혹은 아무 행동 주사위 
1개와 엘프 반지 카운터를 사용이나 둘 중  
하나로 "엘프 반지의 전설"을 제거할 수
     있다.

FEAR OF THEIR MASTERS
(그들 주인에 대한 공포)

만약 암흑 Minion(하수인)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체 지도력을 박탈하고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 2를 더한다.
자유민족 플레이어의 전투 굴림이나 

지도자 재굴림의 수정하지 않은 각 "6"의 
결과는 암흑 플레이어에 추가 명중

1개를 가한다.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다)

만약 Smeagol(스미골)이 안내자라면,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당신의 손에서 인물 이벤트 카드 1장을 
제거하거나 혹은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다”를 제거하여 Hunt(추적) 동안 
스미골이 나왔을 때 타락 2점을 추가한다.

FEAR OF THEIR MASTERS
(그들 주인에 대한 공포)

만약 암흑 Minion(하수인)이
전투 상태라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체 지도력을 박탈하고
모든 전투 굴림 결과에 2를 더한다.
자유민족 플레이어의 전투 굴림이나 

지도자 재굴림의 수정하지 않은 각 "6"의 
결과는 암흑 플레이어에 추가 명중

1개를 가한다.



(고스모그 – 모르굴의 부관)

만약 Sauron(사우론)이 전쟁 
상태이고 Minas Morgul(미나스 모르 
굴)이 정복되지 않았고, “Witch-king
: The Black Captain“이 플레이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미나스 
모르굴에 고스모그를 플레이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Fling them into the Fray.
(전장에 내던지다)
만약 고스모그가 자유 지역에 암흑 부대와 
함께 있다면, 당신은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그 지역에 사우론 정규 
유닛 1개를 모집하거나 혹은 사우론 정규 
유닛을 정예 유닛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 고스모그는 백색의 간달프 플레이 
목적에 대해 Minion(하수인)이 아니다.

- 고스모그의 주사위는 만약 Witch-king: 
The balck Captain이 플레이 
된다면 즉시 제거한다.

(모리아의 발록, 고대의 악마)

당신은 만약 Moria(모리아)가 정복
되지 않았고 포위되지 않았다면,
모리아의 발록을 플레이 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
할 수 있고, 모리아에 Sauron
(사우론) 유닛 1개를 모집한다. 정치 
트랙의 Elven(엘프)와 warve(드워프)
국을 한 단계 이동한다.
Fire and Shadow.
(암흑의 불)
만약 원정대가 노출 되거나 공개되
고 발록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안에서 
머물러 있거나 들오 오거나 나가는 이동 
혹은, 통과하게 된다면, Hunt(추적) 타일 
1개를 가져온다. 타일의 어떤 
"Reveal"아이콘은 무시한다. 만약 그 
타일이 눈(eye)이라면, 발록과 안내자 
모두를 제거한다.
Flame of Udun.
(우둔의 화염: 우둔은 지옥을 의미함)
만약 발록이 전투 상태라면, 암흑 부대의 
전투력에 2개를 더한다(당신은 연전히 
준투 주사위 최대 5개를 굴릴 수 있다)
- 발록은 백색의 간달프 플레이 

목적에 대해 Minion(하수인)
이 아니다.

(사우론의 입, 검은 누메노르인)

만약 원정대가 Mordor(모르도르) 
트랙에 있거나 혹은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1점 이상의 승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정복 되지 
않은 Sauron (사우론) 성채가 
있는 아무 지역에 검은 누메노르인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Evil Knowledge.
(악마의 지식)
만약 검은 누메노르인이 포위하는 
암흑 부대와 함께 있다면, 암흑 레이어는 
정예 유닛을 소비하지 않고 행동 당 1번 
전투 라운드를 1 라운드 더 진행할 수 
있다.

Great Sorcery.
(위대한 주술사)
만약 검은 누메노르인이 암흑 부대와 함께 
있다면, 턴 당 1번 당신은 마치 인물 
주사위 결과를 사용한 것처럼 그 부대에게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마술사 왕, 반지악령의 수장)

만약 원정대가 정복되지 않은 
자유민족 성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원정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에 
반지 악령의 수장을 플레이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
할 수 있다.(혹은 그의 현재 지역에
검은 선장을 교체하기 위해)

Spear of Terror.
(공포의 창)
만약 반지악령의 수장이 원정대와 
함께 그 지역에 있다면, 당신이 
인물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할 때, 
당신은 즉시 다른 인물 이벤트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

He Sees, He Knows.
(그는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만약 원정대가 정복되지 않은 자유민족 
성채가 아닌 지역에서 선언한다면, 당신은 
반지 파수꾼이 있는 지역으로 반지악령의 
수장을 이동할 수 있다.

- 반지악령의 수장은 백색의 간달프 
플레이의 목적에 대해 Minion
(하수인)이 아니다.

(우리가 반지를 가질 것이다)

테이블에 놓고 플레이하라.

만약 Gollum(골룸)이 안내자라면, Hunt 
(추적) 타일을 가지고 온 후 그 타일을 
해결하기 전에 다른 추적 타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지를 얻을 것이다"를 
제거한다. 2번째 타일의 효과를 적용하고 
첫 번째 타일은 추적 풀에 돌려 놓는다.



(엘프 왕을 위한 3개의 반지)

3개의 주사위를 굴리고 각 5+의 결과는 
사용한 엘프의 반지 1개를 돌려 받는다.
먼저 플레이에서 제거된 것에서 당신의 선
택으로 카운터를 가지고 만약 충분하지 않
는다면 암흑 플레이어가 소유한 것에서 가
지고 온다.

ORDERLY WITHDRAWAL
(질서 정연한 철수)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 1명이 
야전전투 혹은 출격한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가해진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명중 1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라운드의 끝에 당신은 
공격(당신이 공격자라면)을 중단하거나 

혹은 후퇴(당신이 방어자라면)해야만 한다.

(서부에서 부는 바람)

테이블에 있는 암흑 이벤트 카드 아무거나 
1장을 제거하라. 만약 테이블에 놓인 암흑 
이벤트 카드가 없다면, 당신은 암흑 플레
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볼 수 있고 그 
중에 1장을 제거한다.

ORDERLY WITHDRAWAL
(질서 정연한 철수)

만약 자유민족 지도자 혹은 동반자 1명이 
야전전투 혹은 출격한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은 상대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으로 가해진 사상자를 제거하기 

전에 명중 1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라운드의 끝에 당신은 

공격(당신이 공격자라면)을 중단하거나 
혹은 후퇴(당신이 방어자라면)해야만 한다.

(어둠속의 안전한 길)

타락 1점을 회복한다.
암흑 플레이어가“우리가 반지를 가질 
것이다” 혹은 “우리는 되돌아 갈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를 플레이 중이라면, 
효과 없이 제거한다.

IT IS A GIFT
(반지는 선물이다)

만약 방어하는 부대가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플레이하라.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재굴림의 모든 주사위

결과에 1을 더한다.

(너는 거기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Hunt(추적) 풀에 Smeagol(스미골) 타일 
2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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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의 공격대)

North(북부)국 경계 지역(인접한 곳) 혹은 
경계 안쪽에 있는 암흑 부대 하나를 
선택하라.
3개의 주사위를 굴리고 각 5+의 결과는 
이 부대에 대해 명중 1개를 가한다.
그리고 북부 유닛(정규 혹은 정예) 1개와 
공격 받은 지역에 인접한 북부국의 어느 
자유지역 하나에 북부 지도자 1개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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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이득)
각 Pelargir(페라르기르), Lossarnach 
(로사르나치), 그리고  Lamedon(라메돈) 
에 Gondor(곤도르) 정규 유닛 1개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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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론드 경, 빌랴의 파수꾼)

Vilya, Mightiest of the Three.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빌랴)
당신은 가능한 결과 중에 사용한
(서부의 의지는 제외) 행동 주사위
1개를 지키기 위해 필랴 엘프 반지 카운터 
를 사용하라. 사용한 그 주사위는 버려지 
지않고,Hunt(추적) 상자로 가지도 않는다.

The Household of Elrond.
(엘론드의 수호신)
엘론드와 함께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엘프 
정예 유닛은 모든 전투 목적에 대해 부대 
유닛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간주한다.

     (고귀한 갈라드리엘, 네냐의 파수꾼)

(스미골, 길들여진 놈)
만약 Gollum(골룸)이 플레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스미골 Hunt
      (추적)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 
       원정대에 스미골을 플레이
       한다.

Guide.
(안내자)
스미골은 항상 원정대의 안내자이다.

- 만약 추적 풀에서 스미골 추적 타일을 
가져온다면, 추적 피해는 0이다.

- 만약 스미골이 원정대에서 분리 되거나 
혹은 원정대가 정복되지 않은 자유민족 
도시나 성채에서 선언한다면, 스미골은 
제거된다.

- 만약 스미골이 어떤 방식으로든 
버려지거나 제거된다면(골룸으로 
교체되는 것은 제외), "우리는 반지를 
얻을 것니다" 이벤트 카드를 즉시 
플레이 하게 된다.

(회색의 간달프, 나르야의 파수꾼)
Guide(안내자).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행동 주사위 
       회수 단계에서 안내자이고  
       Hunt(추적) 상자에서 최소 
      1개의 자유민족 행동 주사위
를 회수한다면, 행동 주사위 풀에 
나르야의 주사위를 추가한다.

Narya the Great.
(위대한 나르야)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정복되지 않은 
자유민족국의 정착지에 있다면,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나르야 엘프 반지 
카운터와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하고 "전쟁" 상태 단계로 바로 
이동한다.

Emissary from the West.
(서부의 특사)
만약 회색의 간달프가 원정대에 없다면, 
그는 백색의 간달프로 교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백색의 간달프 
인물 카드에 설명되어 있다)

(김리, 드워프 경)(보로미르, 곤도르의 총사령관)
드워프 경 김리는 게임의 시작때
Erebor(에레보르)에서 시작할 수 
      있다.
      Guide(안내자).
       Hunt(추적)에 추적 피해 
1을 감소 시키기 위해 원정대에서 
김리를 분리한다(최소 0).

곤도르의 총사령관 보로미르는 
게임의 시작때 Minas Tirith
      (미나스 티리스)에서 시작
       할 수 있다.
     Guide(안내자).
Hunt(추적)에 추적 피해 1을 감소
시키기 위해 원정대에서 보로미르를 
분리한다(취소 0)

Gondor Champion.
(곤도르 챔피언)
만약 보로미르가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곤도르국 지역이나 혹은 Osgiliath 
(오스길리아스)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당신은 여전히 
전투 굴림 주사위는 최대 5개이다).

Dwarven Champion.
(드워프 챔피언)
만약 김리가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드워프국 지역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당신은 
여전히 전투 굴림 주사위는 최대 
5개이다).

Messenger of Elrond.
(엘론드의 전달자)
만약 보로미르가 곤도르 성채 혹은 도시에 
있다면, 당신은 곤도르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치 트랙에서 곤도르 마커를 한 
단계 이동한다.

만약 Sauron(사우론) 혹은 Elves
(엘프)가 "전쟁" 상태이고 Rivendell 
(리븐델)이 정복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리븐델에서 엘론드를 플레이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 엘론드는 리븐델을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만약 암흑 플레이어에 의해 정복 
된다면 플레이에서 제거된다.

- 에론드가 플레이 된다면, 
빌랴의 주사위를 추가한다.

Nenya, the Ring of Adamant.
(단호한 반지, 네냐)
눈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Hunt
(추적) 타일을 가지고 올 때마다 
타일의 효과를 취소하기 위해 네냐의 
엘프 반지를 사용하고 대신에 다른 타일을 
가지고 온다. 취소된 타일은 제거된다.
Valour of the Elven People.
(엘프 민족의 용기)
당신은 포위 되어 있을 지라도 로리엔에서 
모집을 할 수 있다.

만약 Sauron(사우론) 혹은 Elves 
(엘프)가 "전쟁" 상태이고 Lorien 
(로리엔)이 정복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로리엔에서 갈라드리엘을 플레이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 갈라드리엘은 전투 카드 효과에 대해 3 
레벨 동반자이다.

- 갈라드리엘은 로리엔을 절대로 떠날수 
없고, 만약 암흑 플레이어에 의해 
정복된다면 플레이에서 제거된다.

- 갈라드리엘이 플레이 된다면, 
네냐의 주사위를 추가한다.

Messenger of Elrond.
(엘론드의 전달자)
만약 김리가 에레보르에 있다면, 당신은 
드워프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치 
트랙에서 한 단계 이동한다.

드워프 경 김리는 단지 이동 목적으로만 
2레벨로 간주한다.곤도르의 총사령관 보로미르는 단지 이동 

목적으로만 2레벨로 간주한다.



(나무수염, 나무 떼)

만약 백색의 Gandalf(간달프)가 
동반자 1명과 플레이 중이고 Fangorn 
(판고른)에 있다면, 당신은 판고른에서 
나무수염을 플레이하기 위해 소집 
행동 주사위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Fangorn is my name.
(내이름은 판고른)
나무수염이 만약 판고른이나 Rohan(로한) 
지역에 있다면, 모든 이벤트와 전투 
카드의 목적에 대해 동반자로 계산한다.

Earthborn.
(땅에서 태어나다)
만약 나무수염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판고른이나 혹은 로한 지역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

(레골라스, 엘프 왕자)
엘프 왕레골라스는 게임의 시작때 
Woodland Realm(삼림지 왕국)         
      에서 시작할 수 있다.
      Guide(안내자).
      Hunt(추적)에 추적 피해 
1을 감소 시키기 위해 원정대에서 
레골라스를 분리한다(취소 0)

Elven Champion.
(엘프 챔피언)
만약 레골라스가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엘프국 지역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당신은 
여전히 전투 굴림 주사위는 최대 5개 
이다).
Prince of Mirkwood.
(미르크우드의 왕자)
만약 레골라스가 엘프 성채에 있다면, 
당신은 정치 트랙에서 엘프국을 한 단계 
이동 하기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엘프 왕자 레골라스는 단지 이동 
목적으로만 2 레벨로 간주한다.

(메리아독, 샤이어의 호빗)
샤이어의 호빗 메리아독은 게임의 
시작때 The Shire(샤이어)에서 
      시작할 수 있다.
      Guide(안내자).
     Hunt(추적) 동안에 일반 추적 
타일을 취소하기 위하여 샤이어의 
호빗 메리아독과 Peregrin(페레그린) 
(원정대에 함께 있다면)을 제거한다.

Champion of the Shire.
(샤이어의 챔피언)
만약 메리아독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North(북부)국 지역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굴림 주사위는 최대 
5개이다).

The Art of Disappearing.
(숨기의 달인)
메리아독이 전투에서 제거되면, 인접한 
지역에 플레이를 위해 다시 돌아온다.

(페레그린, 샤이어의 호빗)
샤이어의 호빗 페레그린은 게임의 
시작때 The Shire(샤이어)에서 
      시작할 수 있다.
      Guide(안내자).
     Hunt(추적) 동안에 일반 추적 
타일을 취소하기 위하여 샤이어의 
호빗 메리아독과 Peregrin(페레그린) 
(원정대에 함께 있다면)을 제거한다.

Champion of the Shire.
(샤이어의 챔피언)
만약 페레그린이 전투 상태이고 방어하는 
부대가 North(북부)국 지역에 있다면, 
자유민족 부대의 전투력에 1개를 추가한다 
(당신은 여전히 전투 굴림 주사위는 최대 
5개이다).

The Art of Disappearing.
(숨기의 달인)
페레그린이 전투에서 제거되면, 인접한 
지역에 플레이를 위해 다시 돌아온다.

Messenger of Elrond(엘론드의 전달자)
만약 페레그린이 북부 도시에 있다면, 
당신은 북부국 적극적을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치 트랙 
에서 북부국을 한 단계 이동한다.

(방랑자, 듀나단)

Guide(안내자).
만약 원정대가 원정대 트랙에서 1단계 
       이상이라면, 턴에서 원정대 
       이동을 위해 사용한 첫 번째 
      행동 주사위는 Hunt(추적) 
박스에 추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원정대 박스에 배치한다. 이 주사위는 
다음 턴에 일반적으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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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enger of Elrond(엘론드의 전달자)
만약 메리아독이 북부 도시에 있다면, 
당신은 북부국 적극적을 위해 아무 행동 
주사위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치 트랙 
에서 북부국을 한 단계 이동한다.

- 나무수염은 당신이 어떤 “각성하는 나무 
정령” 이벤트 카드 혹은 전투 카드 
효과로 사용하고 난 후 2레벨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