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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2 차 세계 대전 이후로 변화했다. 소규모 전투와 내전이 전 세계에 불타오른다. 지배적인 초강대국 중 하나 인 미국과 연합국은 세계 
전역의 사건에 대응하는 최고의 군대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무리들은 납치, 폭파, 파괴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벌인다. 당신의 전문가 팀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현장으로 지상투입(Boots on the Ground) 시켜라…….

1.0 소개:
지상투입은 1명에서 3명의 플레이어가 경쟁적으로(먼저 분대, 알파 
혹은 브라보로 목표 완수를 하고 승리를 하는) 할 수 있고, 또는 서
로 대항 할 수 있고(한 명은 무장 세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연합 
분대 또는 분대들을 운용), 또는 혼자 하는 게임 (플레이어는 분대
가 되고, 카드는 무장세력 플레이를 주도한다) 또는 협력 게임으로 
(양쪽 플레이어는 분대를 지휘하고 공유된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 
카드로 운용되는 적에 대해 플레이).

2.0 핵심 용어:
분대(SQUAD): 연합군 유닛들의 한 색상 그룹

근접(CLOSET): 카드 플레이의 경우 이는 카드를 뽑는 플레이어가 
아닌 개인이나 팀에 무장 세력이 근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팀(TEAM): 한 팀은 서로 인접해 한 턴을 시작하는 2 명 이상의 연
합군 유닛들이다. 팀 활성화의 장점은 한 번 활성화하는 동안 모든 
유닛으로 이동 및/혹은 사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대부분
의 유닛이 개별 유닛의 특수 능력이나 개별 이동 속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팀은 유닛 당 3 칸만을 이동할 수 있다.

개별(INDIVIDUAL): 개인은 연합군 유닛 1 명이다. 개인을 활성화하
는 이점은 유닛의 특수 능력과 이동 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단점은 이동 및/혹은 사격 할 때 활성화 당 1 유닛만 한다.

인접(ADJACENT): 벽으로 막히지 않은 칸을 둘러싼 8 개의 칸 중 
하나 (위, 아래, 좌우, 대각선을 의미 함).

특수 능력(SPECIAL ABILITY): 대부분의 연합군 유닛은 게임 내 특
정 기능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수 능력
은 개별로 활성화 될 때 작동한다. 일부 카드는 저항 세력이 턴이
나 게임 전체에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카드(INTEL CARDS): 이 카드들은 무장세력 세력의 이동, 행
동 및 배치를 통제한다. 카드는 더 많은 반란 세력이 배치 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여러 유닛이 이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장
세력 유닛이 데모, HWE 또는 저격 능력을 한 동안 또는 게임 종료 
(또는 유닛 제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게임 개념: 무장세력 세력과 
함께 이동하고 사격 할 때, 무장세력 세력이 가능한 최고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항상 생각되어야한다. 무장 세력의 사격 우선 순위는  
먼저 후방 사격, 다음이 측면 사격 그리고 무장 세력의 어떤 사격
은 가능한 한 가까이에서 해야만 한다. 건물에 무장 세력을 추가하
면 가장 가까운 연합군 유닛을 바라보는 창문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각형)과 문 (갈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에 거주시킨다. 어느 쪽이든, 
새로 배치한 유닛은 이동할 수 없지만, 시야와 사거리 내에서 연합
군 유닛에 사격 할 수 있다.

무장 세력(INSURGENT): 연합군 플레이어에게 적 유닛이다. 일부 
무장 세력은 정보 카드에 의해 할당 될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가지
고 있다.

3.0 구성물:
게임에는 게임보드 1, 카운터 시트 1, 규칙 책, 주사위, 미션 카드 
3장과 정보 카드 60장이 있다.

3.1 게임보드:
게임 맵은 한 도심 지역의 위성사진이다. 맵 위에는 일반적인 이동, 
사격과 시야에 대한 사각형(칸)인 격자무늬로 씌워져 있다.

맵 규칙: 
≫ 건물들은 로마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 벽은 두꺼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 문은 벽 부분 사이에 굵은 갈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 창문은 벽 부분 사이에 굵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 *엄폐물은 가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차량을 

나타냄).
*엄폐(Cover): 가리어 숨김. 
*은폐(Hide): 덮어 감춤.

≫ 무장 세력은 갈색 또는 파란색 선이 있는 칸에 배치되고, 카드 
가져오기로 결정된다.

≫ 민간인 (C), 자물쇠 상자 (L) 및 차량 (V)에 대한 칸은 민간인 
또는 차량이 칸에 있지 않는 한 이동이나 전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 게임보드:
연합 플레이어의 경우 이것은 각각 6 유닛 (리더, 위생병, 데모병, 정
찰병, 중화기병-HWE- 및 저격병)의 두 가지 색이 지정된 (녹색, 빨
간색) 분대와 밝은 초록색 G.I. 유닛들을 포함한다. 이 유닛들 각각에
는 군인의 이미지와 그 사이에 사격 방향 화살표와 함께 2 개의 숫자
가 있다. 이 수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닛은 수정자와 이동 점수
이다. 유닛 사격 수정자는 유닛이 개별적으로 활성화 될 때 사격에  
적용한다. 유닛 이동 포인트는 유닛이 개별적으로 활성화 될 때 턴 
에서 이동할 수 있는 사각형의 수이다. 팀으로 이동할 때 이동 속도

는 3이다. 게임 보드의 일부 지형은 1 이동 점수보다 많
은 비용으로 유닛을 느리게 만든다.

알파 분대

브라보 분대

각 연합군 유닛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으며, 유닛은 3 번의 명중을 
가질 수 있다. 앞면은 최대 전투력이며, 뒤집힌 면은 유닛이 가지는 
첫 번째 상처(명중)을 나타낸다. 두 번째 명중 시 치명적(Critical) 
마커가 유닛에 배치되고, 세 번째 명중 시 유닛은 게임 플레이에서 
제거된다.

회색 무장세력 유닛은 단 한 번의 명중을 가지고 게임에
서 제거된다. 무장 세력의 이동 속도 (카드가 허용하는 
경우)는 5이다. 추가로 연합군 유닛의 능력에 특화된 

저항 세력 플레이어에 대한  유닛도 있다. "상처 입은" 무장 세력 유
닛은 게임 보드에서 제거되지만 정보 카드를 가져오는데 근거한 새
로운 무장 세력으로 다시 등장 할 수 있다. "살해 된" 무장세력 유
닛은 게임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거된다. 상처 입은 상태와 살해된 
상태는 사격/명중 차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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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게임 유닛:
유닛 개별 능력 팀 능력
팀 리더(L) 사격 수정치 +1, 이동 5 사격 수정치 0, 이동 3

근접 유닛들에게 방어 수정치 +1

의무병(M)
사격 수정치 0, 이동 4
인접한 연합군 유닛 또는 인질로부터 명중 1을 제거할 수 있다. 
상처 입은 팀원이나 위생병에 인접해 있는 인질은 위생병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부상당한 팀원이나 인질을 수송하거나 치유하는 
동안은 사격 할 수 없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닛에 인
접해야만 한다. 

데모 전문가(DE)

사격 수정치 0, 이동 4
사격하는 대신 데모 전문가는 활성화 될 때 다음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1. 문 만들기 : 그에게 인접한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폭파하여 
그곳에 문을 만들 수 있다. 폭발은 벽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유닛에 상처를 입히지만 민간인이나 인질이 부상을 당하면 문을 
만들 수 없다. 문 마커를 배치한다. 문 마커는 모든 유닛의 문으로 
작동한다. 제한은 게임 당 2 회이다.

2. 수류탄 던지기 : 그는 수류탄을 2 칸까지 던질 수 있다. 수류탄 
목표 칸의 모든 유닛이 사망하고, 수류탄 목표 칸에 인접한 유닛 
(아군 또는 적)이 부상당한다. 민간인이나 인질을 살해하거나 상처 
입히는 수류탄을 던질 수 없다.

3. RPG 발사 : RPG는 유닛이 아닌 목표 벽에 발사 할 수 있다. 그는 
시야 규칙에 따라 최대 7 칸까지 발사 할 수 있다. 폭발은 벽 
안쪽에 있는 모든 유닛을 죽이고 벽 바깥에 있는 3 개의 칸에 
인접한 유닛에 상처를 입힌다. RPG는 건물 내부나 혹은 
민간인이나 인질에 상처를 입힌다면 발사 할 수 없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정찰병(S)
사격 수정치 –2, 이동 7
다음 카드를 공개 할 수 있다. 정찰병에 의해 밝혀진 모든 카드는 
저항 세력의 배치와 이동을 허용하지만, 카드에 의해 배치되거나 
이동되는 저항 분자는 아무도 발사 할 수 없다. 카드에 의해 영향
을 받은 저항 세력만이 사격할 수 없으며, 사거리 내의 다른 모든 
공격자는 사격할 수 있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중화기 

전문가(HWE)

사격 수정치 0/+2, 이동 3
HWE에 대한 공격 주사위 1개의 굴림은 사격 수정치 0 의 값으로 
사거리 내에 다른 3개의 목표에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사격 수정치 
+2 의 값으로 목표 1개에 사격할 수 있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저격수(Sp) 사격 수정치 +1, 이동 4
사거리 1 – 5칸에서는 수정치가 없고, 6에서 10 사거리에서 사격 
수정치 +1을 한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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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개별 능력 팀 능력
G.I.(병사) 사격 수정치 –2, 이동 3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저항 세력 사격 수정치 0, 이동 5
카드를 뽑는 플레이어가 아닌 연합군 유닛에 가장 가까운 갈색 
(문)과 파란색 (창문) 대각선이 있는 사용가능한 가장 가까운 칸
에 뽑은 카드에 의해 배치한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5
연합군 플레이어에게 적이다. 카드들은 몇
몇 무장 세력에게 특수 능력을 줄 수 있다.

인질 사격할 수 없다. 이동 2 사격할 수 없다, 이동 2

없음

유형 배치 방법 사용
민간인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플레이가 시작될 

때 파란색 "C"의 칸에 놓는다. 미확인 
민간인 아이콘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플레이어의 이동이 끝나면 연합군 유닛에 인접한 모든 민간인이 뒤
집힌다. 우호적인 경우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으며 카운터는 
게임에서 제거된다. 저항 세력 카운터로 밝혀지면 저항 세력은 카
드를 뽑기 전에 플레이어에게 사격 할 수 있다.

차량 시나리오에 따라 게임 시작 시 적색 "V"
가 표시된 칸에 놓는다. 알 수없는 엄폐
물 차량 아이콘이 위로 보이게 한다.

플레이어 이동이 끝나면 연합군 유닛에 인접한 모든 차량이 뒤집혀
진다. 뒤집어 놓고 카운터에 안전한 엄폐물이 표시되면 더 이상 조
치 할 필요가 없다. 뒤집은 카운터가 I.E.D.(즉각 반응 폭발 장
치)-A 인 경우 데모 전문가가 인접해 있지 않으면 근접한 유닛이 
피해 1을 받는다. 이 경우 폭탄은 해체되고 유닛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I.E.D.(즉각 반응 폭발 장치)-B의 경우 해체가 불가능
하며 인접한 모든 플레이어 유닛이 피해 1을 받는다.

알파/브라보 문 데모병이 벽에 문을 만들 때 사용한 것
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각 팀은 한 번에 두 개의 문만 활성화 할 수 있다.

치명적 치명적 상처를 입은 병사를 표시한다. 위생병이 특수 능력을 사용한 후에 제거하거나 구성원이 다시 상처
를 입은 경우 제거한다.

정리한 빌딩 카드 플레이를 하기 전에 연합군이 한 
건물에 3 개 이상의 창문 및/또는 문을 
점령한 경우, 그 건물에 정리한 건물 마
커를 놓는다. 이 건물에는 새로운 저항 
세력을 배치 할 수 없다. 

연합군 플레이어가 창문 및/또는 문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그 건물
에 새로운 저항 세력을 배치 할 수 없다. 시나리오가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한, 일단 연합군 플레이어가 3 칸 이하를 유지하면, 정
리한(Cleared) 마커는 제거된다.

잠긴 상자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게임 시작 시 잠
긴 상자 모양의 아이콘을 위로 향하여 
초록색 "L"인 사각형 위에 놓는다.

그 플레이어의 이동이 끝나면 연합군 유닛들이 있는 모든 잠긴 상
자를 열 수(뒤집는 것) 있다. 이 시점에서 잠긴 상자 카운터가 다음 
동작을 결정한다.

4.1 가능한 다른 유닛

4.2 다른 게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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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사용가능한 잠긴 상자 결과
체력 키트 자신이나 인접한 유닛에 대해 이 마커를 가진 유닛이 사용하는 경우 의무병 규칙을 사용한다. 유닛과 

함께 운반 될 수 있으며 게임에서 한 번만 사용된다.

수류탄 키트 소지한 유닛이 수류탄을 던진 경우, 데모병 유닛 수류탄 규칙을 사용한다. 유닛과 함께 운반 될 수 
있으며 게임에서 한 번만 사용된다.

부비 트랩(위장 폭탄) 유닛이 마커에 있는 경우에만 명중 1을 받는다.

폭탄 처리 키트 Difuses(확산?) I.E.D.-A와 I.E.D.-B는 유닛이 운반 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엄폐물 마커가 나온 후 한 
번 사용된다.

WMD(대량 살상 무기) 임무는 그들이 언제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어떤 임무에서 발견되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녹색 지대로 되돌려 보내야한다.

5.0 정보 카드:
이 카드는 저항 세력의 이동, 능력 및 배치를 제어한다. 카드를 사

용하면 더 많은 무장 세력을 배치 할 수 있고, 여러 유닛을 이동시

킬 수 있으며, 무장세력 유닛을 데모, HWE 또는 저격 능력을 한동

안 또는 게임 종료 (또는 유닛 제거)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 플레이의 경우 "가장 가까운"은 카드를 뽑는 플레이어가 아닌 

개인 또는 팀을 의미한다. 모든 저항 세력은 건물 내부, 점령하지 

못한 창문 (파란색으로 표시) 및 문 (갈색으로 표시)에 가장 가까운 

연합군을 목표로 향해서 추가된다. 카드를 가져 오는 연합 플레이

어가 이배치를 선택한다. 어느 쪽이든, 새로 배치 된 무장세력 유닛

은 그 카드 플레이 중에는 이동할 수 없지만, 시야와 사거리 내에

서 연합군 유닛에 사격 할 수 있다.

정보 카드 이벤트:

≫ 가장 근접한 점령하지 못한 창문이나 문 칸 및 사격에 1, 2, 3 

또는 4명(각 카드에는 하나의 값만 있음)의 새로운 무장세력(들)이 

배치된다.

≫ 1, 2, 3 또는 4 명의 (각 카드는 하나의 값만 가진다.) 무장 

세력의 이동은 최대 5 칸이며 가장 가까운 연합군에 사격한다.

≫ *Medivac(부상당한 유닛 1 명을 배치하고 최대 체력으로 회복 

시켜 녹색 지대로 배치한다)은 한 명의 부상당한 연합 회원을 

가장 가까운 녹색 지대로 데려가 최대 체력으로 회복 할 수 

있다.

*Medivac: 의료 혜택을받을 수있는 장소로 피난

≫ 무장 세력은 엄폐를 하고 이동하거나 사격 할 수 없다.

≫ 모든 무장 세력을 각각 5 칸씩 이동시키고 가장 가까운 연합군 

세력에 사격한다.

≫ 가장 가까운 무장 세력은 중화기병, 데모병 또는 (사거리 밖의 

어떤) 남은 게임에 대해 저격수가 된다.

≫ 가장 가까운 무장 세력은 그 턴과 사격에 대해 중화기병, 

데모병, (사거리 밖의 어떤) 저격수가 된다.

≫ 가장 가까운 무장 세력은 연합군 팀에게 수류탄을 던진다.

≫ G.I.로 어떤 KIA(전사자) 팀 멤버를 교체한다. 사격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은 없다.

≫ 가장 가까운 문은 IED로 인해 폭파된다.

≫ 증원으로 팀 리더와 인접한 곳에(가능할 경우) G.I. 2 명까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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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플레이 순서:
플레이어는 미션을 선택하여 미션 스펙에 따라 유닛을 구성하고 
설정한다.

6.1 하나의 분대로 1명 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플레이 순서:
≫ 플레이어가 팀 또는 개별로 활성화한다.
≫ 플레이어는 이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반군 활성화를 위한 정보 

카드를 가져오고, 무장 세력 카운터들의 행동을 수행한다.
≫ 임무 목표가 완료되었거나 실패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1 스텝으로 돌아간다.

6.2 2분대로 1명의 플레이어 또는 2명의 플레이어 게임
에 대한 플레이 순서:
≫ 알파는 팀이나 개별로 먼저 활성화시킨다.
≫ 브라보 플레이어는 알파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 카드를 가져오고 무장세력 유닛들의 행동을 
수행한다.

≫ 브라보는 팀이나 개별로 활성화 시킨다.
≫ 알파 플레이어는 브라보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 카드를 가져오고, 무장세력 카운터들의 
행동을 수행한다.

≫ 임무 목표가 완료되었거나 실패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1 스텝으로 돌아간다.

6.3 3명의 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플레이 순서:
≫ 알파는 팀이나 개별로 먼저 활성화시킨다.
≫ 무장세력 플레이어는 알파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 카드를 가져오고, 무장세력 유닛들의 
행동을 수행한다.

≫ 브라보는 팀이나 개별로 활성화시킨다.
≫ 무장세력 플레이어는 브라보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반군 

활성화를 위한 정보 카드를 가져오고, 무장세력 카운터들의 
행동을 수행한다.

≫ 임무 목표가 완료되었거나 실패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1 스텝으로 돌아간다.

7.0 활성화:
자신의 차례 동안 연합군 플레이어는 해당 플레이어에 속한 팀 또
는 개별로 활성화한다. 팀 또는 개별로 활성화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여 해당 유닛들로 수행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한다. 각각에
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합 플레이어는 서로 인접한 4 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
다. 자신의 차례 동안 팀으로 4 개의 모든 유닛을 활성화하고 각 
유닛을 3 칸까지 이동시켜 각 유닛과 함께 사격 할 수 있다. 대신
에 4 개 유닛 중 1 개를 활성화하고 이동하여 그 유닛 1개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고, 이동하고 사격할 수 있다. (유닛들은 이동과 사격 
후 다시 이동 점수 한계까지 이동할 수 있다.)

팀이든 개별이든, 각 유닛은 한 턴에 오직 1번의 사격 행동만을 수
행 할 수 있다. (HWE는 특수 능력으로 한 번만 사격할 수 있지만, 
최대 3 개의 무장세력 유닛에 적용된다).

팀이 활성화 됐을 때, 팀 소속의 각 유닛은 이동과 사격의 조합을 
할 수 있다(어떤 유닛도 한 턴에 한 번 이상 사격할 수 없으며, 이
동 점수 3점을 초과하여 이동할 수 없다). 활성화 후에 점유한 잠긴 
상자와 연합 유닛들에 인접한 모든 민간인 마커와 알 수 없는 엄폐
물을 뒤집는다.

아래에 각각을 활성화하기위한 특정 규칙이 나열되어 있다.

팀: 아래의 규칙들은 팀 활성화에 적용한다.:
≫ 팀은 서로 인접해 턴을 시작하는 2 개 이상의 연합군 유닛이다 

(벽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창이나 문으로 분리 될 수 있음).
≫ 모든 팀 구성원은 팀 활성화시 팀 이동 속도(3 이동 점수)를 

사용한다.
≫ 활성화된 각 팀원은 이동하고 사격 할 수 있지만 0의 사격 

수정치를 사용한다.
≫ 팀 구성원은 개인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 유닛들은 한 번에 하나씩 이동하고 한 유닛은 다음 유닛이 

허용되기 전에 이동 및/또는 사격을 완료해야한다.

개별: 아래의 규칙들은 개별 활성화에 적용한다.:
≫ 개인은 혼자 행동하는 1명의 연합군 유닛이다.
≫ 개인은 한 턴에 특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하고 이동과 사격을 

할 수 있다.
≫ 개인은 사격할 때 그 유닛의 사격 수정치를 사용한다.

8.0 카드 플레이:
연합군 분대의 활성화와 플레이에 따라 카드는 상대 플레이어가 가
져온다. 이 카드는 방금 활성화된 분대에 대한 무장세력 유닛의 행
동을 결정한다. 무장 세력은 카드 플레이로 항상 활성화된다.

무장세력 플레이어는 정보 카드(1, 2, 3 또는 4 [각 카드는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명인 무장세력[들]은 최대 5 칸까지 이동하고, 
가장 가까운 연합군에 사격한다.)에 의해 활성화 된 경우에만 이동
과 사격에 대해 유닛들은 턴 당 5 이동 점수를 받고 이동할 수 있
다. 모든 무장 세력은 카드를 뽑지 않은 플레이어의 모든 유닛, 카
드를 가져온 후 거리 및 시야가 있을 때 카드가 영향을 주는지 아
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사격한다. (다음 카드 중 하나가 나오지 
않는 한 : 저항 세력은 KIA 팀원을 G.I.로 교체한다. 무장 세력은 
사격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보 카드는 "가장 가까운 점령하지 않은 창문이나 문 
칸에 2 명의 새로운 무장 세력을 배치하고 사격한다."라고 말한다. 
새로 배치 한 유닛 2 개만이 아닌, 카드를 뽑지 않은 플레이어의 
사거리와 시야 내의 모든 유닛에 발사 될 수 있다. 반대로 정보 카
드가 “3명의 무장 세력을 5칸까지 이동하고, 가장 가까운 연합군 
세력에 사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3명의 무장 세력을 
5칸까지 이동할 수 있고, 연합군 분대에 사격할 수 있다. 시야를 가
지는 다른 어떤 무장 세력도 역시 연합 분대에 사격할 수 있지만, 
이동은 아니다.

게임 플레이에 관한 유의 사항 : 경쟁 또는 협력 게임에서, 알파 플
레이어 턴 동안 브라보 플레이어는 무장세력 플레이어를 플레이하
고, 브라보 플레이어 턴에서는 알파 플레이어가 무장 세력이다. 한 
플레이어가 알파, 한 플레이어가 브라보, 세 번째 플레이어가가 무
장 세력인 3 명의 플레이어 게임에서, 무장세력 플레이어는 분대가 
활성화되고 난 후 카드를 가져오고, 방금 활성화 한 플레이어에 대
항해 행동을 수행한다.

플레이되는 카드는 임무 내용에 정의된 대로 임무 길이를 결정한
다. 구성 될 카드 덱의 할당 된 양을 제공하는 각 임무는 카드가 
모두 소진되거나 모든 연합 유닛들이 제거되거나, 임무 목표가 달
성됐을 때, 게임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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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미션 정의:
혼자 하는 미션: 한 명의 플레이어가 연합군 세력을 지휘하고 한 명
의 플레이어가 카드를 사용하여 무장 세력의 행동을 유도한다. 혼
자 하는 임무를 위해 전체 덱을 섞고, 임무를 위한 카드의 허락된 
수를 나눠주는데, 일단 당신의 플레이 덱의 카드가 한 번 플레이되
면 시나리오는 종료된다.

협력 미션: 두 플레이어 모두 분대를 지휘하고 공동의 목표를 완수
하기 위해 카드로 운영되는 적에 대항해 플레이한다. 협동 임무를 
수행하려면 전체 덱을 섞어 임무를 수행 할 할당 된 카드 수를 처
리하고(이 카드는 이 게임을 위한 카드이다.) 다른 카드를 따로 치
워둔다. 일단 당신의 플레이 덱의 카드가 한 번 플레이되면 시나리
오는 종료된다.

경쟁 미션: 두 플레이어 모두 분대를 지휘하고 카드로 운영되는 적
에 대해 플레이를 하고, 서로 경쟁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협동 임무
를 수행하려면 전체 덱을 섞어 임무를 수행 할 할당 된 카드 수를 
처리하고(이 카드는 이 게임을 위한 카드이다.) 다른 카드를 따로 
치워둔다. 일단 당신의 플레이 덱의 카드가 한 번 플레이되면 시나
리오는 종료된다.

대전: 한 명은 연합군을 지휘하고, 다른 한 명은 무장 세력을 지휘
한다. 2 인 게임에서는 혼자 하는 플레이 규칙에 따라 연합군 세력
을 플레이하고, 무장세력 플레이어는 카드 플레이를 기반으로 무장
세력 유닛의 이동과 배치 및 행동을 결정한다. 무장 세력 플레이어
가 목표로 삼는 어떤 임무(1 명이 무장 세력을 플레이)는 연합군 플
레이어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게임이 끝나기 전
에 연합군 유닛이나 인질을 충분히 제거하거나 연합 플레이어가 임
무를 완수하기 전에 카드 덱을 소진 시키는 것이다.

예 : "Hot LZ(위험한 착륙지점)" 임무에서 혼자 하는 게임은 20, 
협력은 40, 경쟁은 60 카드를 사용한다. 대전은 카드 20 장을 
사용한다.

임무를 더 쉽고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임무에 포함된 카드의 수를 
5장의 카드 단위로 조정한다(더 쉽게, 덜 어렵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혼자 하는 임무의 플레이어는 임무 완수에 사용되는 카드 수에 
따라 성공 수준을 측정 할 수 있다. (적은 수가 더 좋다).

10.0 이동 규칙:
게임에서 각 유닛은 활성화 됐을 때 사용하는 이동 점수를 가진다. 
한 유닛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이동 점수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동 점수는 다른 유닛들 혹은 다음 턴을 위해 남겨둘 수 
없다.

유닛들은 이동 당 이동 1점에 대해 깨끗한 지형에서 전방, 후방, 측
면 및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유닛들은 문 (갈색 선)을 통과하
지만 벽은 통과 할 수 없다. 창문 (파란 선)을 가로지르기 위해 추
가 1 점의 이동 점수를 소비한다. 벽과 차량은 안으로 또는 통과해
서 이동할 수 없다. 유닛들은 보드 가장자리에서 부분 사각형을 통
해서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민간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중지 할 수는 없다.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수는 없다.

사격 방향 화살표는 사격 방향으로 만 사용되고 이동을 제어하지 
않는다. 유닛들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칸과 정렬되어야한다. 따라
서 사격 방향 화살표는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동안과 이동이 끝날 
때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유닛들은 이동 중에 사격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이동 중에 사격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동 
점수를 소비하지는 않는다.

유닛들은 추가 비용 없이 아군 유닛을 통해 이동할 수 있지만, 이
동이 끝나면 칸 당 1 유닛 만 허용된다. 유닛들은 적 유닛과 함께 
한 칸에서 이동을 끝내거나 통과할 수 없다. 유닛들은 잠긴 상자가 
있는 칸으로 이동하여 끝낼 수 있다.

부상당한 개인은 한 개인 또는 팀에게 허용 된 최대 이동 거리보다 
1 작은 이동 점수로 이동한다.

11.0 사격 규칙:
적 유닛에 사격하려면 사격하는 유닛이 적 유닛의 무기 사거리 내
에 있어야만 하고, 그들에게 시야가 확보 되어야 한다. 무장세력 유
닛들은 카드를 뽑은 후 사거리와 시야를 가질 때 항상 카드를 뽑지 
않은 연합 플레이어에게 속한 유닛들에게 사격한다.

사격 방향: 각 연합군/무장세력 유닛에는 유닛이 사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사격 방향 화살표가 있다. 유닛은 자신이 점령 한 칸과 
정렬되어야한다. 따라서 사격 방향 화살표가 플레이어의 시야와 사
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유닛은 이동 중 사격 방향 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 사격 방향을 변경하는 데에 이동 포인
트가 필요하지 않는다.

유닛들은 앞면 3 칸 (직선으로 위와 대각선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으로 만 사격 할 수 있다. 유닛들은 측면 또는 후방 칸에 있는 대
상에게 사격할 수 없다. 또한 옆이나 뒤쪽을 통해 목표물을 사격하
는 유닛을 위한 사격 수정치가 있다. 그것의 측면 또는 대각선 뒤
쪽 칸을 통해 유닛을 사격 할 때 그것은 공격자에게 + 1 사격 수정
치를 준다. 그것이 직각의 후방 칸을 통해 사격 할 때 +3의 사격 
수정치를 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위 그림에서 유닛은 녹색 칸을 통해 사격 할 수 있다(시야 규칙에 
따름). 그것은 노란색 사각형을 통해 사격할 수 없다. 또한, 적 유
닛이 노란색 사각형을 통해 사격 할 때, 사격하는 유닛은 사격 유
닛 주사위 굴림에 적용되는 사격 수정치를 받는다.

11.1 시야:
시야는 사격하는 유닛의 중심에서 목표 유닛 칸의 중심까지 직선을 
그어 결정된다. 직선이 다음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경우 시야는 차
단되고 사격하는 유닛이 해당 대상 유닛에게 사격할 수 없다.

≫ 벽
≫ 적 유닛들
≫ 민간인

11.2 다른 사격 규칙:
≫ 유닛들은 벽을 통해 사격하거나 이동할 수 없지만, 데모병은 

벽을 통할 "문"을 만들 수 있다(분대 문 카운터 사용).
≫ 민간인(C), 잠긴 상자(L) 및 차량(V)에 대한 칸은 민간인 또는 

차량이 칸에 있지 않는 한 이동이나 사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간인은 시야를 차단하고, 차량은 차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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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은 유닛이 그 구조물에 인접해 있고 사격이 차량 카운터의 
중앙 또는 구석을 통과 할 경우에만 방어에 +1을 추가한다. 
엄폐물 수정치는 항상 인접한 경우 방어자에게 적용되며 
공격자와 방어자가 엄폐물에 인접한 경우 수정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11.3 사격하는 유닛에 대한 중요한 규칙:
≫ 유닛의 사격 범위는 1 - 5 칸이다. 사거리는 사격하는 유닛에서 

목표 유닛까지의 최단 경로로 계산한다. 목표 유닛이 있는 칸은 
계산하지만 사격하는 유닛의 칸은 계산하지 않는다.

≫ 유닛들은 앞쪽 또는 앞쪽 대각선으로만 사격 할 수 있다(사격 
방향 다이어그램의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

≫ 아군 유닛들은 서로를 통해 사격 할 수 있지만 (앞 유닛이 
무릎을 꿇고 뒤 유닛이 서있는 것처럼), 적 유닛을 통해 사격할 
수는 없다(앞 유닛은 항상 명중을 가진다).

≫ 창문과 문을 통한 사격은 건물 안팎으로 허용된다.
≫ 유닛들은 엄폐물(차량)을 통해 발사 할 수 있다. 그들에 사격 시 

+1 방어 수정치를 받는다.
≫ 한 턴에 한 유닛 당 오직 한 번의 사격만 허용되며 유닛에 이동 

점수가 남아 있으면 전과 후 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유닛은 두 칸을 이동하고, 사격 한 다음 남아있는 
이동 점수로 이동할 수 있다.

11.4 사격하는 방법:
활성화되면, 현재 이동하는 유닛은 시야 내에 있는 사거리의 "목표 
유닛"에 사격 할 수 있다. 사격하는 유닛과 목표 유닛은 누적되는 
방어 수정치와 사격 수정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사격하는 
유닛에 대해 주사위 1개를 굴리고, 목표 유닛에 대해 주사위 1개를 
굴린다. 사격 유닛의 주사위 굴림에 사격하는 유닛에 어떤 사격 수
정치를 적용하고, 그 목표 유닛들의 주사위 굴림에 어떤 차량 엄폐
물에 대한 방어적 수정치(+1)을 적용한다.

연합군의 사격하는 유닛들은 목표 유닛보다 2 높은 수정 주사위 
굴림으로 죽이고, 동점 또는 1 높은 값은 상처를 입힌다. 무장세력 
목표 유닛들이 수정된 주사위 굴림이 연합군 사격하는 유닛보다 4 
높으면 연합군 유닛이 명중된다.

무장 세력의 사격하는 유닛은 연합군 목표 유닛보다 4 높은 수정 
주사위 굴림으로 죽이고, 1에서 3 높은 수정된 주사위 굴림으로 
상처를 입힌다. 연합군의 목표 수정 주사위 굴림이 무장세력 사격 
유닛보다 3 높으면 무장 세력이 상처를 입는다.

사격 명중 차트는 연합군 또는 무장세력 사격 유닛에 기반 한다.
구별 기준이 되는 이 값은 사격하는 유닛을 기반으로 한다.

11.6 상처나 죽음의 결과:
상처 입은 연합군 유닛은 처음으로 “상처” 결과를 받을 때 상처입
은 면으로 카운터를 뒤집는다. 상처 입은 면으로 있는 연합군 유닛
에게 상처 결과가 나타나면 유닛에 "치명적 마커"를 놓는다. 치명적 
마커가 있는 연합군 유닛의 상처 결과에 대해, 그 유닛은 게임의 
나머지 동안 죽임을 당하고 게임에서 제거된다.

최대 
체력   

명중 1
(뒤면)   

명중 2
(치명적 
마커 추가

상처 입은 무장 세력 유닛은 게임 보드에서 제거되지만, 정보 카드 
가져오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저항 세력으로 플레이 할 수 있
다. 살해된 저항 세력 유닛은 나머지 게임 동안 제거된다.

예:

1 턴: 활성화된 사격하는 유닛은 연합군 알파 저격병 유닛이며 7 
칸 떨어져 있는 무장세력 목표물에 시야를 가진다. 저격병은 사격 
주사위 굴림에 +1 사격 수정치를 가진다. 저격병과 무장 세력은 각
각 주사위 1 개를 굴린다. 저격병에 의한 주사위 굴림은 5로 4가 
수정(+1)된다. 무장 세력은 4를 굴린다. (연합군은 행을 사용)사격 
명중 차트에서 비교하여 그 차이는 연합군 +1, 그러므로 무장 세력
은 상처를 입고, 보드에서 제거된다(부상당한 무장 세력은 무장 세
력들의 풀에 다시 추가되고, 카드가 그것을 요구할 때 돌아올 수 
있다).

1 턴 카드 플레이: 카드를 플레이하는 동안 무장 세력의 사격하는 
유닛은 알파의 데모병 유닛에 사격 시야를 확보한다. 주사위 굴림
은 저항 세력의 경우 2, 데모병 유닛의 경우 5이다. 사격 명중 차
트의 무장세력 행을 사용하며, 사격하는 무장 세력 유닛의 차는 -3
이다. 그러므로 사격하는 무장 세력은 상처를 입고, 보드에서 제거
된다.

2 턴: 다음으로 브라보는 3 개의 유닛을 팀으로 활성화하고 3 칸을 
이동한다. 시야를 가지는 모든 팀원은 이 턴 동안 사격 할 수 있다. 
두 명의 팀원이 같은 무장 세력에 시야를 확보했다. 각 멤버는 개
별적으로 굴림을 하고, 결과는 사격 명중 차트를 기반으로 한다. 먼
저 HWE가 목표에 대해 주사위 굴림이 2의 결과이고 무장 세력의 
주사위 굴림 결과가 6이 된다. 사격 명중 차트의 연합군 행을 사용
하면 차가 -4이고 HWE가 부상당한다(HWE 카운터가 뒤집혀 진다). 
그리고 의무병은 목표 무장 세력에 사격을 하고 5의 굴림 결과를 
얻는다. 그 무장 세력은 2의 굴림 결과를 얻는다. 연합군은 사격 명
중 차트의 행을 사용하여 +3의 차이고 그 무장세력 유닛을 사살하
고, 게임에서 제거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11.5 상처나 죽음의 결과:
사격하는 
유닛

유닛 사격은 차로 인해 
목표를 사살한다.

유닛 사격은 차로 인해 
목표를 상처 입힌다.

유닛 사격은 빗나간다(사격하
는 유닛과 목표는 빗나간다)

사격하는 유닛은 차의 굴림 
결과로 상처를 입는다.

연합군 +2 이상 같은 값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4이하

무 장 세
력

+4 이상 +1에서 +3까지 같은 값에서 -2까지 -3이하

GAME CREDITS:DESIGN AND LAYOUT: Sean Cooke
ⓒ2010 Worthington Games
www.worthingtongames.com
번역/오원소: www.fivelement.tistory.com
fivelem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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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의 포괄적인 예

1 턴: 알파 팀은 안전지대에서 3칸 이동하고, 리더는 창문에 있는 무장 세력에 시야를 가지고, 사격을(예. A) 하여 무장 세력을 죽인다.

1 턴 카드: 그 카드는 문 혹은 창문(예. B)에 가장 가까운 데에 무장 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한다. 새롭게 배치된 무장 세력은(예. B) 

배치된 후에 사격을 하고, 리더 유닛은 상처를 입는다.

2 턴: 그 팀은 3칸 이동하고 HWE와 저격수 둘은 2개의 다른 목표에 시야를 가진다. HWE가 사격을 하고 실패한다(예. C). 그리고 저격병이 

사격을 하고 그의 목표를 죽인다.

2 턴 카드: 그 카드는 무장세력 1명을 이동하게 한다(예. D). 그 무장 세력은 창문 밖, 엄페물(+1 방어) 뒤로 이동하고 사격한다. HWE에 

상처를 입힌다.

3 턴 : 그 HWE 유닛은 개별로 활성화 되고, 특수 능력으로 여럿 목표에 대한 사격에 주사위 1개를 굴리는데 사용한다. HWE의 단일 

굴림(예. E)에 대해 각각의 무장 세력은 굴림 한다. 무장세력 한 명은 상처를 입고(HWE 주사위 굴림은 결과 5, 무장세력 주사위 굴림 결과 

4+1 엄폐물 = 차에 대해서 비겼기 때문에), 다른 무장 세력은 죽는다(HWE 주사위 굴림 결과 5, 무장세력 주사위 굴림 결과 1 = +4 차로 

인해 죽임)

시야에 대한 포괄적인 예

빨간색 칸은 알파 리더 유닛이 사격할 수 있는 곳을, 노란색은 시
야가 막히는 곳을 표현한다. 주의할 것은 무장세력, 민간인 그리고 
벽들은 시야를 막는다는 것이고, 시민은 목표가 될 수 없다. 아군 유
닛들과 차량들은 시야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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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venue Marathon
(B 아베뉴 마라톤)

현재 정보: 11명의 무장세력는 V, VI, VII, XVII, XVIII, 
XIX, XX, XXVI과 XXVll인 건물에서 B Avenue를 
바라보는 창문과 문에 배치되어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30장): 당신의 한 팀과 함께 
X-Ray에서 Zulu까지 가라. 목표 영역까지 당신의 팀원 
최소 4명이 살아있다면 성공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 브라보 팀과 함께 
X-Ray에서 Zulu까지 이동한다. 목표 영역까지 두 팀은 
최소 8명의 팀원이 살아있다면 성공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 브라보 팀과 함께 
X-Ray에서 Zulu까지 이동한다. 목표 영역까지 최소 8명의 
팀원이 살아있다면 성공한다. 목표 영역까지 가장 많은 
팀원이 있는 팀이 승리한다.

Hostage Run
(인질 구출)

현재 정보: 2-4명의 인질은 2명의 무장 세력과 XV 건물 안에 
위치해 있다. 역시 다른 10명의 무장 세력들은 IV, VI, XVI, XVII, 
XVIII, XXIV와 XXVI 건물의 창문과 문에 흩어져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40장): Whiskey에서 시작하여 2명의 
인질을 회수하고, 최소 3명의 팀원으로 X-Ray까지 인질들을 
데리고 가야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는 Whiske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X-Ray에서 시작한다. 구성된 팀원 중 최소 6명이 4명의 
모든 인질들을 회수하여 Zulu까지 가야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는 Whiske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X-Ray에서 시작한다. 각 팀은 최소 3명의 팀원으로 상대 
팀원의 안전지대까지 2명의 인질을 회수하여 데리고 가야 한다. 
가장 많은 팀원으로 그 영역에 들어가는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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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g. 26
(26번 건물)

현재 정보: 10명의 무장 세력은 XXVI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며 
창문과 문에 위치해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30장): Whiskey에서 시작하여 이동하여 
턴의 끝에 무장 세력 없이 모든 팀원으로 건물을 정리하고 
통제하여 건물 XXVI를 점령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와 브라보는 X-Ray에서 
시작하고 이동한다. 턴의 끝에 무장 세력 없이 모든 팀원으로 
건물을 정리하고 통제하여 건물 XXVI를 점령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는 Whiske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X-Ray에서 시작한다. 양 팀은 이동하고 XXVI 건물을 
점령하기 위해 시도한다. 모든 팀원이 턴이 끝났을 때 무장세력 
없이 먼저 XXVI 건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팀이 승리한다.

Hot LZ
(위험한 착륙지점-Landing Zone)

현재 정보: 23명의 무장 세력은 V, VI, VII, VIII, XVI, XVII, 
XVIII, XIX, XX 건물의 창문과 문에 모두 위치해 있다. 모든 
거리에 민간인은 없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20장): B ST.와 2nd Ave의 교차로에서 
시작한다.(빨간색 박스) LZ에서 Yankee까지 탈출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40장): 알파와 브라보는 B ST.와 2nd 
Ave의 교차로에서 시작한다.(빨간색 박스 안과 인접한 곳) 양 팀은 
LZ에서 Yankee까지 탈출해야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와 브라보는 B ST.와 2nd 
Ave의 교차로에서 시작한다.(빨간색 박스 안과 인접한 곳) 양 팀은 
탈해야하고, 알파는 Zulu까지, 브라보는 Yankee까지 그 영역 
안으로 4명의 팀원이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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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Fast
(확실히 지켜라)

현재 정보: 20명의 무장 세력은 XXVI 건물 안에 있는 당신의 팀 
쪽으로 이동한다. 건물에 무장 세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30장): 건물 안에 어디라도 당신의 팀원이 
위치할 수 있고, 생존 하라.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건물 안에 어디라도 당신의 
팀원이 위치할 수 있고, 생존 하라.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각 팀은 밖을 바라보고 문이나 
창에 3 명의 팀원을 배치하고 건물 내의 다른 칸에 3 명을 
배치하여 생존 하라.

Jack of Clubs
(클럽 잭)

현재 정보: 10명의 무장 세력은 XVII, XVIII, XXIX, XXI, XXVIII 
건물 안에 임의로 배치하고, XXI 건물(밝게 표시한 빨간색)에 
위치한 한 명은 저격수 무장 세력이고 어떤 방향으로든 사격할 수 
있지만, 이동할 수는 없다. 공격 사격은 없고, 단지 방어 사격만 
사용한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60장): Yankee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통해 
저격수만 제거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와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통해 저격수만 제거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와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통해 저격수만 제거한다. 저격수를 먼저 제거하는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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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
(의무병!)

현재 정보: 15명의 무장 세력은 당신의 상처 입은 저격수(뒤집고 
치명적 마커를 놓는다)를 향해 이동하고, 양 팀의 VI 건물 안에 
있는 정찰병은 의무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이동할 수는 없지만, 
방어 사격은 할 수 있다. 무장 세력은 VI 건물에 나타나지 않는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40장): Zulu에서 시작하고 당신의 상처 
입은 동료를 도와 이동한다. 먼저 치료하고 X-Ray로 대피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양 팀의 저격수가 상처를 입는다) 
알파와 브라보는 Zulu에서 시작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팀 동료를 
도와 이동한다. 먼저 거기에서 치료하고, X-Ray로 도피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양 팀의 저격수와 정찰병이 
상처를 입는다) 알파와 브라보는 Zulu에서 시작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팀 동료를 도와 이동한다. 먼저 거기에서 치료하고, 
Yankee로 대피한다. 먼저 도착 지점에 진입하는 팀이 승리한다.

CLEAR!
(정리하라!)

현재 정보: 모든 빌딩에는 모든 창문에 무장 세력이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60장): X-Ray에서 시작하고 건물에 
점령하고 있는 모든 무장세력를 제거한다. 일단 팀원은 최소 3개의 
창문 및/혹은 문을 점령하고, 건물에 정리 마커를 배치한다. 5체의 
건물을 정리하라.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는 Whiske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거한다. 팀원이 최소 3개의 창문 및/혹은 문을 점령하면,  
건물에 정리 마커를 배치한다. 12체의 건물을 정리하라.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120장): 알파는 Whiske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거한다. 팀원이 최소 3개의 창문 및/혹은 문을 점령하면, 
건물에 정리 마커를 배치한다. 6체의 건물을 먼저 정리하는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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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ge Part Deux
(인질 두 번째 부분)

현재 정보: 4명의 인질은 VI, XIV, XIX그리고 XXVIII 건물에 
위치해 있고, 각 건물의 문에 1명의 무장 세력과 함께 있다. 역시 
14명의 다른 무장 세력은 V, VII, VIII, XX, XVI, XVII, XXVII 
건물의 창문과 문에 흩어져 있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40장): Yankee에서 시작하고, 2명의 
인질을 회수하여 최소 3명의 팀원과 Whiskey로 그들을 데리고 
간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는 Yankee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Zulu에서 시작한다. 4명의 인질을 회수하고, 최소 6명의 
연합군 팀원으로 Zulu까지 데리고 간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는 Yankee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Zulu에서 시작한다. 4명의 인질을 회수하고, 최소 3명의  
팀원으로 Whiskey까지 데리고 간다. 가장 많은 팀원으로 그 
영역까지 데리고 가는 팀이 승리한다.

Four Corners
(네거리)

현재 정보: 15명의 무장 세력은 VI, VII, VIII, XVII 그리고 XX 
건물을 통제하고 있고, 거리에는 차량 엄폐물이 없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30장): Yankee에서 시작하여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모든 4체의 건물을 통제하라.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40장): Yankee에서 시작하여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모든 4체의 건물을 통제하라.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60장): 알파는 Zulu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한다.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모든 4체의 
건물을 통제하라. 팀들은 각 2체의 건물을 사수해야한다. 가장 많은 
팀원이 생존하는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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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House Aces High
(최고들이 가득 차 있다)

현재 정보: 건물 XVI, XVII, XVIII, XIX 및 XX는 하나의 복합물로 
작용한다. 무장 세력은 내벽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격할 수 
있다. XX의 창문에 한 명, XIX의 문에 한 명, XVIII의 문에 한 명, 
건물 XVII의 창문에 무장세력 한 명이 있다. 그리고 무장세력 
데모병 카운터 한 명은 XX의 건물 문에 있다. 정보에 의하면 데모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가 
움직이는 곳이면 민간인은 항상 그에게 한 칸 앞선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창문과 문은 민간인 카운터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도시에는 거리에 민간인과 차량이 있다. 데모 무장 세력이 제거 될 
때까지 새로운 무장 세력은 보드에 출현하지 않는다.

혼자 하는 미션(카드 40장): Yankee혹은 Zulu, X-Ray에서 
시작하고, 복합건물을 공격한다. 두 팀원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건물 외부에 있어야 한다. 의무병은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X-ray까지 그들의 뒤로 이동하여 팀원과 함께 데모병 무장 세력을 
뒤에서 죽여야 한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40장): Yankee혹은 Zulu, X-Ray에서 
시작하고, 복합건물을 공격한다. 각 팀의 두 팀원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건물 외부에 있어야 한다. 의무병은 그들의 
임무 완료를 위해 X-Ray까지 돌아가야 하므로, 팀원과 함께 
데모병 무장 세력을 뒤에서 죽여야만 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120장): Yankee혹은 Zulu, X-Ray에서 
시작하고, 복합건물을 공격한다. 각 팀의 두 팀원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건물 외부에 있어야 한다.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팀은 X-Ray로 돌아간다. 의무병은 그들의 임무 완료를 위해 
X-Ray까지 돌아가야 하므로, 팀원과 함께 데모병 무장 세력을 
뒤에서 죽여야만 한다.

이 게임의 판매액 중 일부는 Navy SEAL 재단에 기부되었으며 www.nswfounda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해군 특수 재단에 관하여
The Navy SEAL Foundation provides support in times of adversity and achievement to U.S. Navy SEA Ls, Special Warfare 
Combatant-craft Crewmen. Naval Special Warfare support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he foundation, a 507 (c)(3) nonprofit 
organization, was formed in 2000 and underwent a name change in January 2017 when The SEAL- Naval Special Warfare 
Foundation and the Navy SEAL Warrior Fund combined their organizations The merger makes it easier for families to 
receive assistance and support from one organization, while enabling the foundation to respond rapidly to their needs.

© 2011 Worthingto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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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Hunt

현재 정보: 모든 건물, 모든 창문에 무장 세력이 있다. 잠긴 
상자에는 2 WMDs가 숨겨져 있다. 찾아서 확보하여 당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라.

혼자 하는 미션(카드 60장): X-Ray에서 시작하고 WMD 하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확보하라. 그리고 X-Ray로 돌아간다.

협력 여러팀 임무(카드 무한): 알파는 Whisk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양 팀은 WMD들을 찾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확보한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경쟁 여러팀 임무(카드 120장): 알파는 Whisky에서 시작하고, 
브라보는 Yankee에서 시작하여 WMD 하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확보한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먼저 WMD를 찾아 그들의 
안전지대로 먼저 돌아가는 팀이 승리한다.

BOHICA

Newbies: 당신의 팀에 2명의 G.I를 추가하고 위의 어떤 임무라도 시작한다.

Man Down: 리더 없이 아무 임무를 시작한다.

Top Shot: 정찰병이랑 저격병 없이 아무 임무를 시작한다. 경쟁 여러팀 임무에 대해 팀 저격병은 
임무를 끝냈을 때 10명의 무장세력를 제거했다면 승리한다.

Dealers Choice: 플레이어들은 팀 구성을 위해 다른 팀원과 G.I 2명, 리더로 이루어진 6명의 
팀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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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개별 능력 팀 능력
팀 리더(L) 사격 수정치 +1, 이동 5 사격 수정치 0, 이동 3

근접 유닛들에게 방어 수정치 +1

의무병(M) 사격 수정치 0, 이동 4
인접한 연합군 유닛 또는 인질로부터 명중 1을 제거할 수 있다. 
상처 입은 팀원이나 위생병에 인접해 있는 인질은 위생병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부상당한 팀원이나 인질을 수송하거나 치유하는 
동안은 사격 할 수 없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닛에 인
접해야만 한다. 

데모 전문가(DE)

사격 수정치 0, 이동 4
사격하는 대신 데모 전문가는 활성화 될 때 다음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4. 문 만들기 : 그에게 인접한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폭파하여 
그곳에 문을 만들 수 있다. 폭발은 벽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유닛에 상처를 입히지만 민간인이나 인질이 부상을 당하면 문을 
만들 수 없다. 문 마커를 배치한다. 문 마커는 모든 유닛의 문으로 
작동한다. 제한은 게임 당 2 회이다.

5. 수류탄 던지기 : 그는 수류탄을 2 칸까지 던질 수 있다. 수류탄 
목표 칸의 모든 유닛이 사망하고, 수류탄 목표 칸에 인접한 유닛 
(아군 또는 적)이 부상당한다. 민간인이나 인질을 살해하거나 상처 
입히는 수류탄을 던질 수 없다.

6. RPG 발사 : RPG는 유닛이 아닌 목표 벽에 발사 할 수 있다. 그는 
시야 규칙에 따라 최대 7 칸까지 발사 할 수 있다. 폭발은 벽 
안쪽에 있는 모든 유닛을 죽이고 벽 바깥에 있는 3 개의 칸에 
인접한 유닛에 상처를 입힌다. RPG는 건물 내부나 혹은 
민간인이나 인질에 상처를 입힌다면 발사 할 수 없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정찰병(S)
사격 수정치 –2, 이동 7
다음 카드를 공개 할 수 있다. 정찰병에 의해 밝혀진 모든 카드는 
저항 세력의 배치와 이동을 허용하지만, 카드에 의해 배치되거나 
이동되는 저항 분자는 아무도 발사 할 수 없다. 카드에 의해 영향
을 받은 저항 세력만이 사격할 수 없으며, 사거리 내의 다른 모든 
공격자는 사격할 수 있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중화기 전문가(HWE) 사격 수정치 0/+2, 이동 3
HWE에 대한 공격 주사위 1개의 굴림은 사격 수정치 0 의 값으로 
사거리 내에 다른 3개의 목표에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사격 수정치 
+2 의 값으로 목표 1개에 사격할 수 있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저격수(Sp) 사격 수정치 +1, 이동 4
사거리 1 – 5칸에서는 수정치가 없고, 6에서 10 사거리에서 사격 
수정치 +1을 한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G.I.(병사) 사격 수정치 –2, 이동 3 사격 수정치 0, 이동 3
없음

저항 세력 사격 수정치 0, 이동 5
카드를 뽑는 플레이어가 아닌 연합군 유닛에 가장 가까운 갈색 (문)
과 파란색 (창문) 대각선이 있는 사용가능한 가장 가까운 칸에 뽑은 
카드에 의해 배치한다.

사격 수정치 0, 이동 5
연합군 플레이어에게 적이다. 카드들은 몇
몇 무장 세력에게 특수 능력을 줄 수 있다.

인질 사격할 수 없다. 이동 2 사격할 수 없다, 이동 2
없음

사격 명중 차트

사격하는 
유닛

유닛 사격은 차로 인해 
목표를 사살한다.

유닛 사격은 차로 인해 
목표를 상처 입힌다.

유닛 사격은 빗나간다(사격하
는 유닛과 목표는 빗나간다)

사격하는 유닛은 차의 굴림 
결과로 상처를 입는다.

연합군 +2 이상 같은 값에서 +1 높음 -1에서 –3까지 -4이하

무장세력 +4 이상 +1에서 +3 높음 같은 값에서 -2까지 -3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