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tune and Glory: THE CLIFFHANGER GAME
플레이어: 1-8명, 경쟁 또는 협력. 팀 게임으로 가능. 기본 게임
으로 경쟁으로 규칙설명으로 한다.

게임 구성물
주사위: D6, D3

상처 마커 캐릭터들 피해 표시

유물 토큰
색상별로 한 쌍씩 있다. 보드의 각 
유물의 위치를 표시. 하나는 카드에 
하나는 보드에 위치.

성공과 위험
마커

시험에 성공과 위험을 얼마나 많이 
극복했는지를 기록함.

경매
마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유물 판매를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때 이 
마커를 그 도시에 가져다 둔다.

선 플레이어
마커

각 새로운 게임 라운드의 초기 단계에 
주사위 굴림 판정으로 선 플레이어를 
정한다.

모험
마커

(고급)

보드에는 정글이 있다. 깊은 정글에서 
유물을 찾으러 갈 때, 먼저 탐험을 
해야 하고, 이 마커로 영웅의 
소비시간을 기록한다.

불안정
마커 고대 신전의 붕괴 위험을 표시

빌런 트랙과 
트랙 마커

(협력 모드) 빌런의 승리 근접 도를 
기록한다. 라운드 표시가 아님.

0의 위치에서 
시작.

전초기지
토큰

(협력 모드)

사악한 각 조직은 협력게임 동안 
자신의 특별한 전초기지를 가진다. 

보드에 놓여 빌런에게 보너스를 준다.
점령/은신처

마커 빌런이 지배하는 지역을 표시한다.

추가 카운터 이것은 커스텀 제작 시 혹은 차후에 
나올 확장에 쓰일 수 있다.

카드
Keyword: 이미지 아래에 있는 키워드는 다른 카드에 의해 
참조된다. 일부 중요한 키워드 옆에는 아이콘이 있다.

Card Icon: 키워드 아이콘이 있는 카드가 있다. 이들 아이콘의 
범례는 룰북 뒷면에서 찾을 수 있다.

Shuffle Icon: 이 아이콘이 있는 카드는 이 카드를 포함해 
버려진 후에 새로운 덱을 위해 버리는 더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onus Fortune Icon: 일부 카드는 이 아이콘이 있다. 적 
카드에 이 아이콘이 있다면, 패배시킨 후 보너스 부를 가질 수 
있다. 지역 카드에 이 아이콘이 있다면, 보너스 부는 유물을 
배치하기 위해 그 카드를 가져왔을 때만 사용된다.

Remains in Play: 일부 카드는 플레이에 남겨짐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카드가 취소될 때까지 플레이에 머문다.

Discard Piles: 모든 카드는 이 더미를 가질 수 있다. 버려진 
카드는 윗면이 보이도록 쌓아 두고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덱을 다 사용하게 되면 이 더미를 다시 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카드 유형

Event Card
영웅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준다. 안 좋은 카드도 
있다. “Play Immediately’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언제든 플레이할 수 있다.
City card
도시 방문 때 가져오게 된다. 비밀 아이콘이 있는 
카드는 이벤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Gear and Allies

각각 3매까지 가질 수 있다.



Enemies and Nazi Enemies
영웅이 접하게 될 다른 적들을 표현한
다. 

Artifact and Adventure Cards

항상 각 한 장씩 뽑아서 한 세트를 만든
다. 유물 카드에는 부의 가치가 있다. 모
험카드에는 회복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위험 값이 있다. 오른쪽 위의 흰색과 검
은색 아이콘은 다른 카드에 의해 참조될 
수 있다.

Locations

무작위 장소를 위해 사용된다. 

Common Items
섞을 필요가 없다. 윗면으로 공개하여 쌓아 두고 
도시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구입비용으
로 명예 수치가 있다.

Dangers/Cliffhangers
이양면 카드는 유물 사냥의 극복해야 하
는 위기를 나타낸다. 앞면은 위기, 뒷면은 
그 위기의 실패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다.

Villains(고급에서만)
이 6명의 빌런은 게임에서 특별한 빌런을 표현한다. 
왼쪽 상단에는 빌런의 파벌을 표현하는 아이콘이 있
다. 고급 요소로 특별한 협력 게임요소가 있다.
Villain Event Cards(협력에서만)
이 카드는 협력게임에서만 사용한다. 빌런이 얻을 
수 있는 악마 보너스를 표현한다.

Enemy Reference Cards
덱에서 요구하는 특정 적과 싸울 수도 있다. 이 양
면카드는 영웅이 조우하게 될 4조직의 일반 적들을 
보여준다.

모든 카드는 가져올 때 공개이지만, 이벤트와 비밀 아이콘이 있는 
것은 예외이다.

Reading Cards
대부분 카드는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예외로 이벤트 카드와 몇몇 

도시카드이다. 이런 비밀 아이콘이 있는 것도 포함 .

Heroes & Vile Organizations
Hero Character Sheets:

Vile Organizations(Cooperative Only): 각 악의 조직은 특수한 
규칙, 팩션 아이콘, 심복을 보여주는 기록 시트를 가진다. 한 면은 
전술을 다른 면은 특별한 전초기지가 있다.

The Zeppelin(Advanced Only): 경쟁 게임에서 고급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 면은 협력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한 악의 
조직 나치의 부분으로 War Zeppelin을 포함한다.

The Game Board
게임 보드는 1930년대 후반 세계의 지도이다. 육지, 도시 바다의 
3종류가 있다.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으로 숫자가 적혀 있다.

Terrain Icons: 이 아이콘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키워드 혹은 
특정 카드의 능력에 참조될 수 있다.

Land Spaces: 

예) 영국은 서유럽에 인접해 있어서 둘로 나누어져 보이지만 바다 
비용 없이 육지 간 왕래할 수 있다.

City Spaces: 도시 칸은 다른 칸들처럼 이동시 계산한다. 한 도시 
칸이 다른 육지 칸 내를 채우는 것도 있다(마치 파리가 서 유럽 
육지 칸 내에 있는 것처럼). 이 경우 모델은 그 도시 칸을 
통과하거나 떠나기 위해서 육지 칸을 동해서 이동해야만 한다.

Major and Minor Cities – 두 가지 타입의 도시가 있다. 큰 
도시는 테두리에 금색 띠가 있다. 작은 도시는 은색 띠가 있다. 
도시는 유물을 팔 때 보너스를 받기도 한다.

Port Cities : 육지만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바다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있는 모델은 육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갈 수 
있다. 어떤 카드가 이 아이콘을 참조하기도 한다.

Sea Spaces : 바다 칸은 검은 선으로 나뉘고, 해안 
잔물결로 육지와 밝은 선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바다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

Pacific Crossing – 양쪽 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다 칸은 
하나의 칸이다. 여기를 통해서만이 양쪽을 횡단할 수 있다.

Movement Cost – 각 바다는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큰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모든 칸(육지와 도시 칸)은 이동 비용을 1이 



소비된다. 바다 이동 비용만큼의 이동 비용이 없다면 진입할 수 
없다.

Random Locations and Random Cities: 무작위 위치가 필요할 
때는 Location 카드를 가져온다. Location 카드는 한 장소를 X로 
표시하여 보여준다. 아래에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무작위 도시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Fortune and Glory
이 게임에는 두 가지 자원이 있다. Fortune and Glory(부와 
명예). 각각은 작은 것 1, 큰 것 5를 가보치가 있다. 금색은 
Fortune, 파란색은 Glory를 나타낸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Fortune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 쓰이기도 한다. Glory는 자원으로 
소비한다. 위험 극복과 적을 패배시켜 얻을 수 있다. Gear와 Allies 
카드를 도시에서 구입하기 위해 소비된다. Common Items과 Heal 
wounds를 위해 소비할 수도 있다. 

Fortune, Glory

Skills
영웅들은 4가지 스킬이 있다. Combat(전투), Agility(민첩), 
Cunning(교활함), Lore(지식)

Combat(빨간색) - 주먹질 혹은 총을 다룬다. 기본적인 힘이다.

Agility(노란색) - 캐릭터의 Running(달리기), Jumping(점프), 
Ducking(피하기), Sneaking(은밀함) 그리고 일반적인 Physical 
Prowess(신체적 우수성)을 나타낸다.

Cunning(녹색) - Puzzles(퍼즐), Spot Traps(함정)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과학적 기술력을 말한다.

Lore(파란색) - History(역사), Legends(전설), Locales(장소), 
Cultures(문화)에 대한 캐릭터의 Knowledge(지식)을 말한다.

Making Skill Tests: 하나 이상의 기술 시험을 할 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요구 스킬, 성공 숫자, 성공 수.

예) Agility 시험으로 5 이상, 두 개를 성공해야 한다.

이것은 Adventure Dice를 요구한다. 이들 각각은 시험에 
대한 성공 요구 수 혹은 그 이상을 성공으로 한다. 각 성공 굴림에 
대해 카드에 성공 마커를 놓는다.

최소 한 개는 성공을 해야 Adventure Dice를 다
시 굴릴 수 있다. 성공이 없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요구 성공 횟수 이상의 성공 마커를 놓는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카드, 능력, 어떠한 기술 향상으로 Adventure Dice를 
추가할 수 있다.

Combined Skill Tests and Non-Skill Tests: 하나 이상의 스킬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스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erting(분투): Cliffhanger 시험 또는 탈출 시험에서 영웅은 
추가적 Adventure Dice 굴림을 위해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분투할 수 있다.

영웅 Exerts인 각 상처에 대해 추가로 1개의 
Adventure Dice를 굴릴 수 있다.

Exert로 인해 스스로 KO 될 수는 없고, 한 번의 굴림에만 추가할 
수 있고, 다시 굴리게 되면 이전의 Exert로 인한 추가 굴림은 

사라진다.

Wounds and Defense
Wounds: 영웅의 기록 시트 오른쪽 하단에 나무 상자로 표시되어 
있는 상처 값이 있다. 영웅이 쓰러지는 피해의 양이다. 상처를 가질 
때마다 시록 시트에 해당 피해만큼 상처 마커를 가져다 둔다. 해당 
상처 마커 이상의 수가 놓이게 되면 KO된다.

Defense: 영웅의 상처 값 오른쪽 옆에는 작은 바가 있는데, 영웅의 
방어를 보여준다(이것은 항상 0 혹은 1이다).

영웅은 매번 하나 이상의 명중을 방어할 수 있는 
명중 수에 대한 방어이다.

Healing: 영웅은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영웅 시트에서 제거하면 된다.

Being KO’d: 영웅이 KO되면 시작 도시에 눕혀서 둔다. 다음 End 
페이즈에서 회복될 때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언제든 KO된 영웅은 즉시 주사위 굴림에 따라 
Gear, Allies, Glory와 Fortune을 조합해서 그 수
만큼 제거해야한다. 추가로 영웅은 현재 운반하고 
있는 각 유물 당 주사위 한 개를 굴려야만 한다. 
1, 2, 3에 대한 각 굴림은 그 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제거 요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굴림 수에 맞게 제거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여분의 Glory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Gear and Allies
영웅이 스킬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카드이다. 해당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영웅 시트 옆에 윗면으로 배치한다.

Buying Gear and Allies: 도시에서 Glory로 구입할 수 있다.

Gear와 Allies 카드에 대해 Glory 5의 비용.
Carrying Limit: 영웅은 한 번에 Gear 3개와 Allies 3개까지 
운반할 수 있다(총 6개). 모든 운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제한 만큼 
버려야한다.

Activate: 어떤 것들은 턴 당 한 번 활성화 되는 것들이 있다. 
활성화 된 다음에는 카드를 뒤집어 놓는다. 이 활성화 동안 다른 
상시 활성화 능력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Loyalty Tests: Allies 카드 왼쪽 하단에는 로열티라고 불리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 협력자가 로열티 시험을 호출할 때 사용된다. 
시험을 위해서는 협력자의 로열티 기술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주사위 굴림 결과를 굴리면 된다. 실패하게 되면 협력자는 
버려진다.

Common Items: 이 카드는 도시에서 Glory 사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Gear와 Allies의 같다. 다만 골라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비용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숫자이다. 버려지게 되면 원래 
있던 곳에 쌓아 두면 된다. 구입하게 되면 영웅 시트 옆에 
윗면으로 둔다. 운반 한계는 Gear 혹은 Allies 한계에 
포함된다(Common Item의 우선 Keyword는 항상 Gear 혹은 
Ally이다). 메인 게임에서 모든 Common Items는 Gear이다.

The Basic Game
한 두 번의 게임에서 Competitive버전을 플레이 하게 된다. 한 
쪽에 Zeppelin, Temple 그리고 Villain 피규어를 치워둔다. 카드를 
섞기 전에 아래의 항목을 모두 제거한다.



(이 카드들은 고급 규칙 요소로 사용된다)
카드에 있는 Villain(악당), Temples(사원), Deep Jungle(깊은 
밀림) 또는 도시 간 비행에 대한 언급과 Adventure 카드의 카드 
제목 아래에 나열된 특수 텍스트를 무시해야한다.

Setting Up
Set Up Game Board: 보드 펼치기
Shuffle and Place Card Decks: 다양한 덱을 분리하여 섞어 
둔다. Common Items은 섞을 필요 없다.
Draw and Place Hero characters: 큰 영웅 캐릭터 시트를 
섞어서 무작위로 고른다.

각 영웅은 시트의 오른쪽 상단에 시작 도시가 적
혀있다. 해당 피규어를 시작 도시에 배치한다.

어떤 영웅은 시작 때 받는 보너스나 능력이 있는 공짜 카드가 
있다.

Prepare Counter, Dice, and Figures: 각 종 토큰과 적 피규어를 
보드 주위에 배치한다. 주사위를 나누어 가진다.
Prepare Dangers Deck: Dangers deck을 섞어서 모든 플레이가 
손에 닿는 곳에 둔다. 이것은 양면이고, 아래 혹은 중간에서 항상 
가져와야 하고, 플레이에서 위험 면이 위로 오도록 한다.
Draw and Place Starting Artifacts: Artifact 카드와 Adventure 
카드를 가져와 함께 배치한다. Locate 카드로 무작위 배치함으로써 
두 장을 사용하는 유물은 다이내믹 하게 배치할 수 있다. 해골 
마커를 한 쌍으로 해당 카드와 보드에 배치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이 스텝을 반복하여 4개의 유물 세트를 보드에 준
비한다.

한 칸에 하나 이상의 유물을 포함할 수 없다. 유물 배치 시 같은 
지역이 나온다면 다시 뽑아야 한다.

The Competitive Game
세계를 여행하며 유물을 사냥하고 15 Fortune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한다. 게임 라운드의 끝에 시작 도시에 있어야 한다.

The Game Round

Fortune and Glory는 게임에 승리할 때까지 여러 라운드를 
플레이하게 된다. 각 라운드는 다음의 4 페이즈를 가진다.

1) Initiative Phase
2) Move Phase
3) Adventure Phase
4) End Phase

The Initiative Phase
Roll for First Player: 선 플레이어를 주사위 판정으로 정한다. 
가장 높은 수를 굴린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다. 선 마커 가지기.

초기 페이즈 굴림에서 1을 굴리면 공짜로 이벤트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

Ready Activated Cards: 활성화 능력이 있는 가드가 이전에 
라운드에서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활성화를 위해 뒤집어 놓았던 카드를 윗면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The Move Phase
선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Movement: 이동을 위해 주사위 하나를 굴린다. 굴림 수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이동하면 된다.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1을 굴리게 되면 공짜로 이벤트 카드 한 장을 가
져온다.

육지와 도시는 칸 당 이동 1점을 소비한다. 바다는 보드에 
표시되어 있는 수만큼의 이동 점수가 필요하다. 유물이 있는 
칸으로 이동하여 Adventure Phase에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각 플레이어들은 Adventure Phase를 시작하기 전에 이동을 다 
가진다. 한 칸에 여러 영웅이 있을 수 있다(유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
Enemy Figures: 적 Henchmen 피규어가 있는 칸에 들어간다면, 
즉시 이동을 멈춰야 하고, 일반 턴 진행 외로 적과 싸워야 한다.

The Adventure Phase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한다. 
Land or Sea Space: 유물이 없는 칸에서는 이 페이즈 동안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4, 5, 6을 굴린다면 이벤트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 1을 굴린다면 공격받게 된다. Enemies 카드를 한 장 
가져온다. 2, 3을 굴린다면 아무 일이 없다.

Artifact Adventures: 유물이 있는 곳이라면, 영웅의 이름과 
유물의 이름을 말한다.

The Artifact/Adventure Card: 유물 카드에는 두 가지의 값이 
있다. Fortune Value(골드 아이콘)와 회수를 위해 극복해야하는 
Dangers의 숫자(빨간 Tribal Shield-부족 방패 아이콘). 검은 색과 
흰색인 유물 유형의 아이콘이 있다. 때때로 유물의 이름 아래 
특수한 문장이 있다. 다른 요소는 무시해도 된다.

Dangers: 위험에 대한 조우를 위해 Danger 카드 한 장을 
가져온다(카드 이미지 아래에 첫 번째 키워드로 Danger라고 되어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의 턴은 즉시 끝나고, Danger 카드를 
뒤집어 Cliffhanger 면으로 해야 한다. 당신의 다음 차례가 될 
때까지 당신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당신이 이 턴에 
극복한 어떤 다른 위험들에 대해 명예 수집 없이 버려진다.

만약 위험을 극복한다면, 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한 스텝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Danger 마커를 배치한다. 



이제 다음 위험을 위해 Camp Down 혹은 Press On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Camping Down: Adventure Phase를 즉시 끝내고, Glory 수집을 
위해 이번 턴에 극복한 모든 Danger 카드를 버릴 수 있다(수집한 
Danger Marker는 버리지 않고, 앞으로의 유물 회수 턴을 위해 
턴에서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다. 다음 턴에 
이동하지 않는다면, Adventure Phase에서 다음 위험을 가져와 
유물을 계속 찾을 수 있다.

Pressing On: Glory를 수집하지 않고, 다음 위험을 가져온다. 
Camp Down 혹은 유물 회수, 위험에서 실패할 때까지 각 위험을 
극복한 후에 Press On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유물 회수에 
가까워지지만, 이전에 극복한 위험에서 Glory를 수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Recovering the Artifact: 영웅이 유물의 Danger Value와 같은 
위험 마커를 수집한다면, 유물을 찾았다는 것이다. 
Artifact/Adventure 카드를 영웅 시트 옆에 가져다 둔다(보드에서 
해골 마커와 수집한 위험 마커를 제거한다). 이때 이번 턴에 극복한 
모든 위험에 대한 Glory를 수집한다.

Being KO’d: 영웅이 KO된다면(이동 페이즈에서 떠난다면), 유물 
회수 진행은 모두 잃고, 수집한 위험 마커도 제거해야만 한다. 같은 
장소 혹은 다른 Artifact Adventure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City Space: Adventure Phase에서 도시에 있는 영웅은 
Artifacts를 팔거나 회복을 할 수도 있다.

Draw a City Card: 도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City 카드 
한 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읽고 비밀 아이콘이 있는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이벤트 카드처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 
Cliffhanger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시험에 실패 한다면, 턴은 
끝나고, 일반적인 Cliffhanger를 실행한다. 이 턴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에서 상호 작용은 없다. Adventure Phase에 따라 
다른 City 카드를 가져오는 대신에 Cliffhanger를 해결해야만 한다.

Interacting with the City: City 카드를 가져와 해결하고 나면, 
도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유물 판매, Gear와 Allies 구매 
그리고 상처 치료를 할 수 있다(원하는 순서대로). 유물 판매는 
카드를 제거하고 카드에 있는 Fortune 만큼 받으면 된다.

Major City에서 유물을 판매 한다면 Fortune +1
을 더 받을 수 있다.

Gear와 Allies 구매는 5 Glory이다. Common Items는 카드에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원하는 만큼의 치료비용으로 1 
Glory이다.

The End Phase
종료 페이즈는 5 스텝으로 진행한다.

1) The Zeppelin Moves
2) Villains Adventure
3) Check for Victory
4) Replenish Artifacts
5) Heroes Recover

The Zeppelin Moves: 이것은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Villains Adventure: 빌런은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Check for Victory: 영웅이 시작 도시에 있다면 최소 15 
Fortune이 있어야 승리한다. 동시에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더 
많은 Fortune이 있는 영웅이 승리한다.
Replenish Artifacts: 보드에 Artifact가 4개가 되도록 배치한다.
Heroes Recover: KO된 영웅은 회복한다.

Dangers and Cliffhangers
이 카드는 모험에 대한 위험과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The Dangers Deck: 이 카드는 Danger Deck으로 버려져서 
적당히 회전이 된다.(Danger 면이 위로 오도록) 모든 카드의 면이 
같은 방향이라야 한다.

Shuffle before each Draw: 각각 가져오기 전에 섞어야 한다. 
가져 올 때는 중간 혹은 아래에서 가져온다. 버려진다면, 섞어서 
넣는다.

Draw from the Bottom: Danger 카드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으로 
버려질 때 뒷면으로 하여 덱의 맨 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위험이 없을 수 있다.

Tests and Options: 위험은 항상 극복하기 위해 통과해야하는 
하나 이상의 목록이 있다. “Or”로 표기된 것은 플레이어가 
선택하면 된다. ‘and’라면 두 가지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Fight: 스킬 시험 대신에 싸움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적을 패배 
시키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싸움에서는 
위험 카드의 Glory 값이 사용되지 않고, 적의 Glory 값을 가진다.

Keyword: Danger 카드도 키워드를 가진다.

Danger(혹은 Cliffhanger)에 어떤 시험은 
Danger card의 모든 키워드를 가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Cliffhangers: Adventure 페이즈에서 위험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Cliffhanger 상태인 영웅은 이동 페이즈에서 
이동할 수 없다. 여전히 이동 주사위를 굴리게 
되고, 1을 굴린다면 공짜 이벤트 카드를 얻을 수 
있다.

다음 게임 라운드에서 Adventure 페이즈 동안 Cliffhanger를 
극복해야만 한다. 실패한다면, KO된다. 극복하게 되면 즉시 
Cliffhanger 카드에 대한 Glory를 얻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위험 
마커를 가진다. 이제 두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다. Press On 
혹은 Camp Down.

Fights
고대 유물을 찾을 때 종종 나쁜 놈들과 직면하게 된다.

Drawing an Enemies Card: 
영웅이 싸움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말한다. 특정 적일 
경우(Mobsters 혹은 Zombies), 
해당 적을 표현하는 참조 카드를 
사용해야할 수도 있다. 적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오거나, Nazi 적 덱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모든 적은 
패배시킬 경우 Glory 값, Fight 
Dice, Wounds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적은 Escape Test를 
가지고 있다. 싸우는 대신 탈출할 수 있다.

Keyword ‘Infantry’ Only: 때로 U-Boat나 Zeppelin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 가져온 카드가 Keyword 
Infantry가 아니라면 버리고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카드 이미지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적의 유형이다. 이 
경우 그 카드가 Infantry 유형이 아니라면,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Nazi Gold: 몇몇 카드는 Escorted라는 키워드가 있다. 메인 
게임에서는 Nazi Gold라는 카드뿐이다. Escorted는 적이 아니라 



수정자이다. 이 카드는 가져올 때는 실제적인 적 카드를 가져올 
때까지 다시 가져오고, Nazi Gold카드를 유지한다. 이 경우는 
‘Infantry Only’처럼 새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Fight Rounds: 각각의 싸움은 여러 라운드로 진행이 된다. 싸움은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어느 한 카드가 ‘during a Fight Round’에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 카드 같은 것은 Fight Rounds 
사이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Fight Dice: 이것은 상대에게 위험을 주기 얻을 수 있는 
주사위이다. 싸움 라운드 동안 영웅은 Combat 수치와 같은 
주사위를 Fight Dice를 굴리고, 적도 그들의 Fight Dice와 같은 
수의 주사위를 굴린다.

모든 Fight Dice 굴림은 4, 5. 6이 하나의 
명중이다.

Defense and Wounds: 명중에 대한 방어 수이다.(각 싸움 
라운드의 첫 번째 명중에 대해 방어 수치만큼 방어할 수 있다) 
방어 하지 못한 명중 1에 대해 상처 1을 받는다. 각각은 상처 수 
이상의 Wound marker를 가진다면 패배하게 된다.(영웅은 
KO된다) 각 싸움 라운드에서 어느 누구도 패배/KO되지 않는다면, 
다른 싸움 라운드를 시작한다(이어서). 둘 중에 하나가 패배/KO 될 
때까지 계속한다.

Collection Glory: 적이 패배했다면, 영웅은 즉시 적 카드에 있는 
Glory만큼을 얻는다. 이 경우 영웅이 적과 같이 KO되더라도 
얻는다.

Escaping From Fight: 각 적은 탈출 시험 목록을 가지고 있다. 
각 싸움의 시작에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한다면, 적은 
버려지고, 영웅은 그 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적으로부터 얻는 
Glory는 없다. 탈출을 실패한다면, 적은 일반 적으로 영웅에 대해 
Fight Dice를 굴리게 된다. 이때 영웅은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굴리는 Fight Dice는 없다. 다음 싸움 라운드부터 영웅은 Fight 
Dice를 굴릴 수 있다. 혹은 다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Enemy Henchmen Figures
때대로 적 심복 피규어가 보드의 칸에 배치될 수 있다. Nazi 
Soldier 혹은 Mobster Thug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 두 적에 
대해 참조카드를 참조할 수 있다. 한 칸에 하나 이상의 적 
피규어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새로운 위치카드를 
뽑아서 다시 배치한다.(협동 게임에서 이것은 약간 다르게 
작동한다.)

Hero Movement and Fights: 적 피규어가 있는 칸에 
들어간다면(이동 중에) 이동을 끝내고 즉시 싸워야 한다. 만약 적 
피규어가 영웅이 있는 칸에 나타난다면, 그 영웅은 즉시 싸워야 
하고, 일반 적인 턴 진행을 한다.

Escaping from a Figure: 만약 적 피규어와의 싸움에서 탈출을 
한다면, 피규어는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당신은 즉시 선택적으로 
인접한 칸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Event Cards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이벤트 카드의 수는 제한이 없다. 카드를 
사용한 후 버려진다(카드에 ‘Remains in Play’라고 적혀 있지 않는 
한). ‘Play Immediately’는 카드를 가져오자마자 즉시 사용해야만 
한다. 누가 먼저 카드를 사용할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항상 현재 턴 순서에 따라 그 플레이어에게 간다.

Canceling Cards: 카드의 효과가 취소된다면, 버리는 더미로 
가져다 둔다. 카드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지만, 굴림이나 
재굴림으로 하나 이상의 주사위를 가진 후에는 취소될 수 없다.

Heroes on the same Adventure
경쟁 게임에서 하나 이상의 영웅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 
각자 Danger 카드를 가져와 조우해야만 한다. 한 명이 Pressing 
On 혹은 Camping Down을 결정할 때까지 다른 플레이어는 

기다려야 한다.(시계방향으로 진행) 한 플레이어가 위험을 극복하고 
Press On을 선택한다면, 다음 플레이어가 Danger 카드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경쟁으로 위험을 극복하다 누가 먼저 유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Press On한 플레이어는 유물이 없어도 Danger 카드를 
가져와 극복해야만 한다.

Winning the Game
시작 도시에 있을 때 15 Fortune인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동급일 
때는 더 많은 Fortune이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이제 기본적인 경쟁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가 됐다.



ADVANCED ELEMENTS
기본 게임 세팅에서 제거했던 카드들을 넣어서 같이 섞는다.

Deep Jungle

보드에는 정글 지형 아이콘이 5개 있다.(Amazon Jungle, 
Amazon Falls, Heart of Africa, Congo Jungle, Indonesia 
Jungle) 이들 칸에는 넝쿨이 있고 보너스 Fortune Icon과 Shuffle 
Icon이 있다.

Bonus Fortune: 유물이 이들 칸에 배치되면, +2 Fortune을 
가진다. 보드에 Fortune coin을 해골 토큰 밑에다 둔다. 만약 
신전이라면 추가 2 Fortune은 Temple Fortune자체에 추가한다.

Exploration: Adventure Phase에서 영웅이 유물이 있는 정글에 

있다면 Artifact Adventure 하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찾아야만 한다. Exploration Marker를 가지고 주사위 하나를 
굴린다. 4, 5, 6을 굴린다면 찾은 것이고 Dangers 카드를 가져와 
모험을 시작한다. 1, 2 혹은 3을 굴린다면, 정글에서 길을 잃은 
것이고, 이번 턴에서는 모험을 시작할 수 없다. Adventure 
Phase(이동하지 않고)에서 다른 Exploration Marker를 가지고 
주사위 2개를 굴린다. 4, 5, 6 중에 하나를 굴린다면, 모험을 
시작할 수 있고, Danger 카드를 하나 가져온다. 이것은 당신이 
찾아서 모험을 시작하거나 떠날 때까지 턴에서 턴까지 계속 
진행된다. 모험을 찾게 되고 Danger 카드를 가져온다면, 
Exploration Marker는 필요 없다. 당신이 이 칸을 떠나거나 
KO되거나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Temples

몇몇 Artifact cards는 신전 모형을 가져다 두게 한다.  
Temple Artifact가 보드에 놓일 때는 Skull Marker에 추가로 
신전 피규어를 같은 칸에 배치한다.

Temple Fortune: 신전은 더 높은 가치의 Fortune이다. 카드에 
목록 되어 있는 Fortune Coins를 Temple Artifact card에 같이 
배치한다. 신전에 있는 영웅은 유물을 팔거나 수집하여 Fortune을 
얻는 대신에 위험을 통과하여 Fortune을 수집하여 얻는다.

영웅이 Danger(혹은 Cliffhanger)을 극복할 
때마다, 그 Temple card로부터 1 Fortune을 
얻는다.

The Temple Treasure: 영웅이 마지막 Fortune coin을 신전에서 
수집하면, Temple Figure도 같이 얻는다. 이것은 Temple 
Treasure를 표현하는 것이고, 유물로 계산한다. 이것은 팔릴 수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Temple Treasure는 일반 유물처럼 도시에서 팔 
수 있고, Fortune 3의 가치를 가진다.

Dangers and Instability: Temple의 Danger 값은 일반 유물과는 
조금 다르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회수를 
위해 얼마나 자주 구르기를 할 수 있는지가 필요하다. 영웅이 
신전에 있다면, 각 위험 극복에 대한 Danger Marker를 수집하는 
대신에 이 마커를 신전 카드에 배치한다. 이 마커가 신전의 위험 
값만큼 있다면, 그 마커를 제거하고 Instability Marker로 

교체한다.  이때 당신은 Collapse에 대해 굴려야만 한다. 

신전에 있는 각 Instability Marker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1을 굴린다면, 그 신전은 
즉시 붕괴된다.

Cliffhangers at a Temple: 영웅이 위험에서 실패하여 
Cliffhanger면으로 뒤집게 된다면, 즉시 신전에 있는 현재 위험 
마커를 제거하고, 다른 Instability marker를 추가한다.

Collapse: 신전이 붕괴된다면, 신전에 남아 있는 Fortune coins를 
제거하고, 보드에서 신전 피규어를 제거한다. 그 칸에 있는 영웅은 
이제 탈출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그 Temple Artifact card의 
오른쪽 하단에 탈출 시험이 있다. 그 칸에 있는 모든 영웅은 탈출 
시험에 통과하거나 KO된다. 규칙의 스킬 섹션에 자세히 있듯이 
탈출 시험을 위한 추가 Adventure Dice를 추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적으로부터 탈출 혹은 신전 붕괴에서).

Adventure card Special Text
몇몇 Artifact Adventure cards에는 특별한 텍스트가 있는데 
영웅에게 저주 혹은 수정자이다. 이 특별한 텍스트가 ‘Artifact’를 
언급한다면, Temple은 특별히 마지막 Temple Treasure를 
의미한다.

Flying between Cities
도시에서 도시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멈추어야한다.

Major City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2 Fortune, 
Minor City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3 Fortune의 
비용이 든다.

영웅은 목표 도시까지 즉시 이동하고, 거기에서 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날아가는 칸들에 대해서는 이동 비용이 들지 않는다.

The Zeppelin
영웅은 하늘에 있는 Nazi Zeppelin에 몰래 숨어 들어가 악당 Nazi 
경비병 군인과 싸워 gold를 홈칠 수 있다. Zeppelin 피규어를 셋업 
시 보드의 무자위 위치(Location 카드 사용)에 배치하고, 주위를 
이동할 것이고, 각 턴의 End phase에서 Fortune을 축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Nazi 군인이 있는 곳에 배치한다. 자세한 룰은 
Zeppelin 기록 시트를 확인한다(Zeppelin 기록 시트는 양면으로 
War Zeppelin side는 Nazi 조직과 싸울 때 협력게임에서 
사용한다).

Villains
영웅을 좀 더 힘들게 만들 6명의 빌런이 있다. 각각의 피규어가 
있다. 각 빌런은 악당 조직에 속해있는 Faction 아이콘이 
있다(메인 게임에서는 Nazi 혹은 The Mob 중에 하나이다).

Drawing a Random Villain: 경쟁 게임에서 특정 빌런을 호출할 
때만 나타난다. 카드가 무작위 빌런을 가져 오라고 말한다면, 현재 
플레이 없는 모든 빌런 카드들을 섞고, 무작위로 조우에 대해 
하나를 가져온다. 만약 Adventure 동안 나타난다면, 그 빌런은 
보드에 실제로 머무르게 되고, Artifact에 대해 사냥에 참여한다. 
때때로 카드는 Faction의 한 부분의 무작위 빌런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Faction의 빌런에서 섞어 가져온다.

Villain Cards: 빌런은 영웅처럼 Special Abilities, wounds, 
Defense, Skills를 가진다. 빌런의 Skills는 조금 다르다.

Search – 숨어 있는 영웅 또는 유물을 탐색을 얼마나 잘하는 
빌런인지를 표현한다.
Combat – 싸움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나타낸다.



Villain Figures: 빌런이 플레이 될 때, 그들을 데려온 영웅이 있는 
칸에 그 빌런의 피규어를 배치한다. 칸 당 있을 수 있는 빌런의 
수는 1개 이다. 만약 다른 카드가 두 번째 빌런을 호출한다면, 
이전에 있던 그 빌런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칸에 그 빌런을 
배치한다.

적 Henchmen 피규어는 다르게, 빌런 피규어는 
영웅의 이동을 막지 않고, 즉시 싸우는 것 없이 
같은 칸에 나타난다.

Sneaking Past a Villain: 한 빌런이 Adventure에 있는 동안, 
위험을 극복한 후에 Press On을 한 영웅이 바란다면, 그들은 먼저 
빌런에게 발견되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 Sneak Test를 가져야 
한다.

영웅이 Sneak Test를 하기 위해서 1과 6 사이의 
숫자를 선택하고, 빌런의 Search Skill의 숫자와 
같은 수의 주사위를 굴린다.

만약 선택한 숫자가 굴림 결과라면, 그 시험은 실패하고, 영웅은 
발견된다. 선택한 숫자의 모든 굴림에 대해 영웅은 다음 위험을 
계속하기 전에 그 빌런에 대해 single Fight Round를 완료해야만 
한다. 만약 선택한 숫자가 굴림 결과 없다면, Sneak Test에 
성공하는 것이고, 다음 위험을 계속할 수 있다. 주의 할 것은 
Press On을 선택했을 때만 빌런의 Sneak 통과가 필요하다. 한 
번의 위험에 대해 완료하고, Camp Down을 한다면, Sneak 통과는 
필요하지 않다.

Agents of Evil: Agents of Evil Danger 카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Danger’s Test는 한 빌런의 Sneak 통과를 
해야 한다. 이 위험을 극복한다면, 그 빌런은 여전히 Adventure에 
있고, 그 영웅은 그들이 Press On을 원한다면 다시 Sneak 통과를 
해야 한다.

Fighting a Villain: 일반 적과는 다르게, 빌런과의 싸움은 
단판으로 끝난다(끝날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 서로 동시에 Combat 
Skill 만큼의 Fight Dice를 굴린다. 명중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싸움은 끝난다. 만약 영웅이 Sneak 통과로 인해 
싸움을 하게 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수는 항상 정해져 
있다.

영웅은 빌런에게 각 명중 당 1 Glory를 얻는다. 
이 명중은 상처가 아니다.

영웅은 빌런과 싸움에서 탈출 할 수 없다. 빌런은 그들의 상처 값 
이상의 상처 토큰을 받는 다면 KO되고 보드에서 제거된다.

Villains Adventuring: 각 턴의 End Phase에서 현재 보드에 있는 
모든 빌런은 실제로 Adventure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 
Artifact를 회수할 것이다. 현재 Artifact Adventure에 있는 각 
빌런에 대해, 빌런의 Search Skill과 같은 Adventure Dice를 
굴린다.

빌런이 있는 칸에 각 영웅이 있다면 –1 
Adventure Dice를 굴린다.

각 4, 5, 6에 대한 굴림은 성공하고, 그들의 빌런 카드에 Danger 
Marker를 놓는다. 1을 굴리게 되면 Adventure에 상처 하나를 
추가한다(방어는 무시). 빌런이 Artifact의 위험 값과 같은 Danger 
Marker를 수집한다면, 유물을 회수하게 된다. 그들이 소유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테이블 한 쪽에 유물을 배치한다. 빌런은 

Artifact Adventure card의 Special Text는 무시한다. Temple에 
있는 빌런은 Temple에 Danger Marker를 추가하게 될 것이고, 각 
성공 굴림에 대해 Fortune을 수집한다. 수집한 Fortune은 빌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테이블 한 쪽에 둔다. 
Artifact를 수집할 때 Adventure에 있는 빌런은(영웅 혹은 그 
스스로든)보드에서 제거된다.

Villains and Collapsing Temples: Collapses 될 때 Temple 
칸에 빌런이 있다면, 영웅처럼 탈출 시험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에 
빌런은 D6 만큼의 피해를 입고, 보드에서 제거된다.

Nazi Villains: Nazi Faction의 한 부분인 빌런은 보디가드처럼 한 
그룹으로 그들이 항상 여행하는 추가적 보너스를 받는다.

언제든 Nazi 빌런이 플레이되면 그들은 항상 2 
Nazi Soldier Henchmen 피규어를 보디가드로 
보드에 배치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Nazi Soldier 피규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그들은 
영웅의 이동을 막지 않고, 빌런으로부터 분리되어 싸우지 않는다). 
대신에 현재 그들과 함께 있는 각 Henchmen 보디가드에 대해 
빌런은 +1 Combat과 +1 Wound를 얻는다. 하나 이상의 
보디가드와 함께 있는 Nazi 빌런은 영웅이 같은 칸에 있어도 –1 
Adventure Dice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빌런이 피해를 가지면 먼저 
Henchmen 보디가드가 받게 되고, 빌런의 방어로 각 상처 당 
보디가드 하나가 제거된다. 빌런이 배치될 때 그 칸에 이미 Nazi 
Soldier 피규어가 있다면, 빌런의 3번째 피규어가 될 것이다. 
빌런이 제거 될 때 함께 있는 Henchmen 보드가드는 피규어 풀에 
되돌려 놓는다. 사용가능한 Henchmen 피규어가 없다면, 단지 1개 
혹은 보드가드 없이 플레이된다.

Nazi Gold with a Villain: Nazi Enemies 카드를 가져올 때, 나치 
골드가 Nazi 빌런을 이끌어 내는 카드에 의해 가져온다면, 그 
빌런은 금을 호위하게 될 것이다. 빌런과 싸우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 만약 영웅이 빌런에게 하나 이상의 상처를 
준다면(Henchmen 보디가드를 죽이는 것 포함해서), 빌런이 
영웅에게 하는 것 보다, 그 영웅이 Nazi Gold Fortune을 훔치는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그 Fortune은 수집할 수 없다.



The Cooperative Game
협력게임에서는 게임 자체의 Vile Organization에 대해 협력을 한다.

Cooperative Set up
일반 경쟁 게임과 같이 준비를 하고, 다음의 몇 가지를 추가한다.

Place the Villain Event Deck: 빌런 이벤트 덱을 섞어서 테이블 
옆에 둔다.

Set Up the Villain Track: 빌런 트랙 0에 트랙 마커를 배치한다.

Select the Vile Organization: Vile Organization’s Faction 
선택을 위해 모든 빌런 카드를 섞는다(Nazis 혹은 The Mob). 
그리고 Vile Organization’s 기록 시트 가까운 곳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하나씩 행으로 무작위로 가져온다. 이들을 
활성화 빌런으로 간주한다. 빌런의 수는(2 혹은 3) 영웅이 얼마나 
플레이하느냐에 따른 차트를 본다.

Place the Villain Figures: 첫 번째 활성화의 피규어를 가지고, 
가장 높은 가치의 Artifact Adventure와 같은 칸에 배치한다. 
만약 하나 이상이 같은 값이라면, 가장 높은 Fortune과 가장 낮은 
Danger Value가 있는 Artifact에 피규어를 배치한다. 만약 그것도 
같다면, 영웅들이 어디에 놓을지를 정한다. 행에 있는 두 번째 
활성화 빌런의 피규어를 가지고, 그 빌런 카드(준비하는 것이다)에 
배치한다. 만약 세 번째 빌런이 사용된다면, 역시 빌런 카드에 
피규어를 배치하지만, 그 카드에 눕혀 놓는다(뒤에 나올 것이다).

Place the Initial Outpost: 각 Vile Organization은 그것(비밀기지 
혹은 은신처)과 연결된 Outpost(전초기지)의 유형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보드의 Outpost 중 하나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이것은 Vile 
Organization의 기록 시트에 설명이 있다.

Cooperative Victory: 협력 게임에서 모든 영웅은 Fortune을 
총합하여 수집한 것을 계산한다. 영웅들이 수집해야할 Fortune은 
아래의 차트를 참고한다. 아래의 차트에 영웅 수에 따른 빌런의 
수와 빌런이 승리하기 위한 트랙 정보가 있다.

Shared Fortune: 영웅들의 Fortune 더미는 공유되고 각자의 
사용과 잃는 것이 허락된다.

중요한 점은 협력게임에서는 영웅이 KO되어도 
Fortune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Individual Glory: Glory는 여전히 각 영웅들의 개별 관리한다. 
여러 영웅이 함께 싸우고, Adventure에서 위험을 극복한다면, 
그들은 각자 최대 Glory를 얻게 된다.

The Game Round
경쟁 게임 라운드에 추가되는 것이 있다.

1) Initiative Phase
2) Move Phase
3) Adventure Phase
4) Villain Phase
5) End Phase

The Initiative, Move, 
and Adventure Phases

이 페이즈들에 대해 조금 다른 점은 영웅들이 모든 계획에 대해 
상의 할 수 있다.

Exchanging Gear and Allies: 그들의 Adventure Phase에서 
같은 칸에 있는 영웅들은 Artifacts, Common Items, Gear와 
Allies 카드들을 교환할 수 있다. Event 카드, City 카드 혹은 
Glory는 교환할 수 없다.

Working Together on an Adventure: 두 명 이상의 영웅이 
Artifact Adventure에 동시에 있다면, Danger와 적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그 영웅들은 단일 Danger를 가져오고, 시험할 
영웅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시험이 있다면, 필요한 시험을 
각각 가질 수 있다(한 영웅이 다 하거나 또는 적절히 나눌 수 
있다).

현재 시험에 하나라도 가지지 않은 영웅들에 
대해서는 추가 Adventure Dice를 추가할 수 
있다(Cliffhanger가 아닐 때도).

시험에 실패한다면, 그 영웅들은 모두 실해하고, Danger를 뒤집어 
Cliffhanger를 표시한다. 만약 통과한다면, 영웅들은 Press On 
혹은 Camp Down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이 Press On 동안 
개별적으로 영웅들이 Camp Down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Camp 
Down을 한 영웅들은 이번 턴에 Adventure의 한 부분을 가질 수 
없다.

Multiple Heroes in a Fight: 만약 그 영웅들이 적과 싸우게 
된다면, 그들은 적을 패배시키거나, 모두 KO되거나, 각각 탈출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싸워야 한다. 싸움 순서를 정해서 한다. 빌런과 
싸우게 된다면, 각 영웅은 각자 싸워야만 한다.

Escape Tests and Sneak Tests: 영웅 각각은 개별적으로 탈출 
시험을 해야 한다(적과 붕괴하는 신전에 대해). Sneak Tests(예를 
들어 빌런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는 Sneak 통과를 원하는 숫자를 
각 영웅들이 선택하고, 주사위를 모두 한 번에 굴린다. 영웅들은 
각각 개별 숫자를 선택하거나 모두 같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영웅이 선택한 숫자를 굴린 각 주사위의 영웅은 그 빌런에 대해 
싸움 라운드를 해야만 한다.

Collecting Glory and Recovering Artifacts: 적을 패배시켜 
수집한 Glory 혹은 Danger를 극복하여 얻었을 때, 실제로 누가 
시험에 통과했던 상관없이 각 영웅은 최대 Glory 양을 수집한다. 
영웅의 그룹이 Artifact를 회수할 때, 누가 운반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Destroying an Outpost: 만약 한 영웅이 Vile Organization의 
전초기지 하나를 파괴한다면, 그는 플레이에서 Outpost제거에 
추가로 추가 보너스를 얻는다. 그 영웅은 빌런이 수집한 Artifact 
중의 하나를 훔치거나 빌런 트랙 마커를 D3만큼 현재 위치에서 
뒤로 이동하는 만큼의 현재 빌런의 Fortune응 가질 수 있다(그 
마커는 0이하로는 가지 않는다).

The Villain Phase
빌런 페이즈는 협력게임에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

1) Draw Villain Event
2) Outpost/Zeppelin Step
3) Villain Adventure Step



Villain Events: Villain Event Deck은 빌런이 보너스를 얻고, 
영웅들에게 악의 일을 촉발시키는 방법이다. 각 빌런 페이즈의 첫 
번째 스텝에서 빌런 이벤트 카드를 하나 가져오고, 소리 내어 
읽는다. 빌런 이벤트 카드 중에 하나는 Vile Tactics라 부른다. 
플레이어들이 가진 이 카드는 Vile Organization’s Tactics 
Chart에 대해 한 번 굴린다. Tactics Chart는 서로 다른 Vile 
조직이 서로 싸울 때 발생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Random Villain in Play: 때때로 빌런 이벤트 카드는 플레이 
무작위 빌런을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플레이에 있는 그 빌런들을 표현하는 모든 카드는 섞어야 하고,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한다. 또는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각자(빌런들)에게 번호를 할당하고 주사위를 굴려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만약 플레이에 3명의 빌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1-2, 3-4, 5-6으로 할당하고, 선택을 위해 
주사위 하나를 굴린다). 'in play'에는 보드에 있는 모든 
악당들뿐만 아니라 Base at Back (Vile Organization 's Record 
Sheet 근처의 연속 악당들)에 있는 악당들도 포함된다.

Outposts and the Zeppelin: 각 Vile Organization은 하나 
이상의 특별한 Outpost 유형이 있다. 각 Outpost는 항상 빌런 
페이즈의 Outpost Step에서 각 턴에 활성화되는 몇몇 특수한 
능력을 가진다. Vile Organization’s Outposts에 대한 규칙은 
그것의 Tactics Chart 뒤에서 찾을 수 있다. Zeppelin은 
일반적으로 보드에서 이동과 Nazi Soldiers를 내리는 경쟁 
게임에서 사용된다. 협력게임에서 Zeppelin은 Nazis Vile 
Organization에 실제 직면했을 때 사용된다(그리고 그것은 War 
Zeppelin으로 사용된다). 만약 그 War Zeppelin이 플레이 된다면, 
빌런 페이즈의 Outpost Step에서 역시 활동한다. 그 War 
Zeppelin에 대한 규칙들은 그 Zeppelin Record Sheet의 뒤에서 
찾을 수 있다.

Villains Adventure: 경쟁 게임과 협력게임에서 다른 점 하나가 
빌런이 얼마나 많은 역할 행동을 많이 하느냐이다. 플레이에 있는 
그 빌런의 빌런 페이즈에서 실제 보드에 배치되고 그들 스스로 
Artifacts들을 찾을 것이다.

Villain States: 협력 게임에서 활성화 빌런들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상태를 가진다.

Deployed -
그 빌런 피규어가 Artifact Adventure에
서 보드에 있고, 그 Artifact에 대해 탐색
중이다.

Ready - 그 피규어는 빌런의 카드에 있고, 보드에 
배치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Delayed -
그 피규어는 그 빌런 카드에 있지만, 그 
빌런이 준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눕혀져 있다.

KO’d -
그 피규어는 빌런 카드에 눕혀져 있고, 현
재 액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그 스스로의 카드를 뒤집어 놓았다.

게임의 시작에 행의 첫 번째 활성화 빌런은 보드에 배치된다. 두 
번째는 준비 위치인 빌런 카드에 배치된다. 만약 세 번째 빌런이 
사용된다면, 그들은 게임에서 Delayed되어 시작한다(그들 카드에 
눕혀 놓는다).

Villain Actions: 매 턴 빌런 Adventure Step에서 각 빌런은 행의 
왼쪽에 있는 빌런 카드부터 활동하고,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한 빌런은 아래처럼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 액션을 가진다.

KO’d – 현재 KO된 한 빌런은 그 빌런 카드를 Delayed 되는 
것으로 뒤집는다.

Delayed – 현재 Delayed인 한 빌런은 Ready를 위해 피규어를 
세워 놓는다.

Ready – 현재 Ready인 한 빌런은 가장 높은 가치의 Fortune 
값을 가진 Artifact가 있는 보드에 배치되고, 거기엔 다른 
빌런이 없어야 한다(준비 단계에서의 설명 참조).

Deployed – 보드에 이미 배치된 한 빌런은 Adventure를 얻게 
되고, Artifact를 찾아내기 위해 주사위를 굴린다.

Searching for Artifacts: 협력게임에서 빌런이 유물을 찾는 것은 
이전에 Advanced Elements 부분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들의 Search Skill과 같은 Adventure Dice 수만큼 
굴린다(그들의 칸에 있는 각 영웅에 대해 –1). 모든 4, 5, 6의 
굴림에 대해, 그들은 Danger Marker를 얻는다(그리고 만약 
신전에서라면 Fortune 한 개). 그러나 모든 1에 대한 굴림은 
그들의 방어를 무시하고 Wound 하나를 가진다.

빌런이 수집한 모든 Fortune은 그 Vile 
Organization’s Record Sheet 가까이 더미로 
배치한다. 그들이 회수한 Artifacts도 
마찬가지이다.

Temple Treasure 조각은 수집했을 때, Artifact로 계산하고, 아래 
설명처럼 빌런 트랙을 이동하지만, Artifact/Adventure 카드는 
남겨두지 않고, 수집으로 제거한다. Deep Jungle에 있는 한 빌런은 
영웅처럼 Artifact Adventure를 찾기 위해 Explore가 필요하다.

Returning to Base: 언제든 한 빌런 피규어는 만약 그들이 활성화 
빌런이라면, 보드에서 제거하고, 그 피규어는 기지로 되돌아가고, 
그들의 빌런 카드에 배치한다. 만약 빌런이 그들의 상처 값 이상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제거하고, 그 빌런은 KO된다. 만약 빌런이 
Artifact 회수로 인해 제거된다면, 그들은 Ready 상태로 기지로 
돌아간다. 만약 빌런이 영웅의 Artifact 회수로(혹은 신전의 붕괴로 
인해) 제거된다면, 그들의 기지로 돌아가 Delayed 상태로 
눕혀둔다.

The Villain Track: Vile Organization이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하는 빌런 트랙은 게임을 통해서 얻는다. 그것은 턴 트랙이 
아니며, 그렇게 하기 위해 특별히 요구 될 때만 이동한다. 트랙 
마커는 0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만약 트랙 마커가 빌런의 승리 
점수 만큼에 도달한다면, 그 빌런은 세계를 정복할 만큼 충분한 
힘을 얻고, 영웅들을 패배시키고 즉시 게임에서 승리한다.

The Villain Track은 다음에 따라 이동한다.:
- 트랙 마커는 그 빌런들이 Artifact를 수집할 

때마다 2 스텝 앞으로 이동한다.
- 트랙 마커는 빌런이 수집하는 Fortune coins 

3개마다 1 스텝 이동한다.
- 언제든 Henchmen Figure가 이전에 한 개가 

있는 칸에 배치된다면(혹은 배치할 사용 가능한 
피규어가 없을 때에도), 대신에 트랙 마커를 
앞으로 1 스텝 이동한다.

- 몇몇 다른 카드와 능력으로 기술된 내용에 따라 
트랙 마커는 이동한다.

The End Phase
엔드 페이즈는 Villain Phase에서 Villain 관련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Cooperative Game에서 좀 더 간소화되었다. 엔드 페이즈 
중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복구 된 모든 유물을 보충하기만 하면 
된다. 이 턴에 KO 된 영웅은 자신의 피규어를 똑바로 세워 
회복한다.

Winning and Losing
빌런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트랙의 숫자까지 
도달한다면, 그들이 승리한다. 영웅들이 승리하기 위한 
Fortune까지 도달한다면 즉시 승리한다. 각자의 시작 도시까지 갈 
필요는 없다.



Optional Rules

Advanced Nazi Figures: 추가 도전으로 Nazi Soldiers를 
표현하는 Nazi Soldier Figures를 가지는 대신에 영웅은 Nazi 
Soldier Figure와 전투를 할 때마다, 싸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Nazi Enemies Card를 한 장 가져온다.

Scaling the Villain Track and Fortune Totals: 게임을 좀 더 
어렵고 오래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Fortune의 양을 변경하는 
것이다. 영웅이 필요한 15 Fortune 대신에 20 혹은 25를 얻어야 
한다. 또는 빌런의 승리 조건에 따른 Fortune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Using a Vile Organization in the Competitive Game: 경쟁 
게임에 Vile Organization과 빌런을 추가한다. 협력게임과 똑같이 
작용하지만, 차트에 따른 영웅의 수에 대한 빌런 수와 트랙의 승리 
조건을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진보 된 플레이 방식이며 모든 
플레이어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시도해서는 안 된다.

Fixed Movement: 주사위 굴림에 따른 이동의 변화보다 고정된 
이동 값을 적용한다. 영웅의 이동 동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4칸을 고정으로 이동하거나(바다는 보드에 있는 
이동력을 다 소모해야만 한다), 혹은 주사위 굴림으로 이동하고, 
만약 1, 2를 굴린다면, 공짜로 이벤트 카드를 얻는다. 주사위 굴림 
전에 선택해야만 한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요소는 
Cliffhanger에서 영웅이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동 시스템에서와 같이 1의 이벤트를 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굴림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