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 Card:
▶ 유닛(기본 베이스 1개)이 포함하는 각 피규어의 번호와 시작 슬롯을 

알려주는 원이 있다. 슬롯에 있는 원(circle) 색상은 피규어의 
유형을 알려준다.
Ÿ White: Basic troops of all shapes and sizes
Ÿ Green: Arcane figures
Ÿ Red: martial figures
Ÿ Yellow: Commander figures

▶ 노란색 슬롯이 있는 유닛을 commander unit이라 한다. 노란색 
슬롯에서 시작하는 피규어를 commander figure라 부른다.

▶ 각 유닛 카드는 특정 피규어를 선택해야한다.
▶ 슬롯은 피규어보다 많이 있는데, 게임에서 위치를 바꾸어 기능을 

바꿀 수 있다.
▶ 슬롯에 있는 아이콘 혹은 특수 능력은 그 슬롯에 피규어가 있을 때 

활성화 된다.
예외) “Regroup Order“에 있는 상세 설명에 따라 모든 3개의 
criteria가 일치할 때만, 시작 슬롯이외의 슬롯에 피규어를 준비할 
수도 있다.(유닛 준비 참조)

The Four Basic Icons:
A white defense icon. 
(방어 아이콘) 방어 주사위 굴릴 때.
A red attack icon.
(근접 전투 아이콘) 근접 유닛에 공격할 때.
A blue ranged icon.
(원거리 전투 아이콘) 원거리 공격할 때.
A black and yellow
movement icon.
(이동 전투 아이콘)

이동 포인트를 소비할 때.

The Unit Bar:

The Codex
안 좋은 면: 전투에서 교전을 할 
때는 보통보다 3개 적게 굴려야 
한다(최소 0).
Ÿ Gray: 모든 전투에 좋지 않다.
Ÿ Red: 공격과 방어 굴림에 좋

지만, 원리에는 나쁘다.
Ÿ Blue: 원거리 주사위와 공격 

주사위, 방어 주사위에 좋다.

The Unit Bar:
Ÿ 각 특수 능력에 대한 아이콘이 있다. 각 유닛 카드는 특수 능력 

카드 한 장을 가진다.
Ÿ 특수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 Figure special abilities: 특정 슬롯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슬롯에 피규어가 있을 때 사용가능). 만약 
같은 베이스에 같은 특수 능력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유닛에 
대해 하나만 활성화 된다.

- Unit special abilities: 육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가진다. 게임 
내내 유닛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hindrance라고 
부르는 하급 유닛 특수 능력이 있는데, 삼각형 아이콘 모양으로 
표현한다. 몇몇 특수 능력은 유닛들에 한 개의 베이스 긴 쪽 
만큼 거리를 증가시킨다.

SETTING UP THE STANDARD GAME

1. Build Your Army
army’s build total에 따라 유닛을 구성한다. 각 유닛 바 오른쪽에 
유닛 비용이 있다. 승점을 미리 정해둔다. 각 유닛은 왼쪽 가장자리에 
인쇄되어 있는 특별한 유닛 수를 가진다. commander units는 
하나만 가능하다. 각 commander unit은 각 commander figure 한 
개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army에 다른 commander units 
여럿을 가질 수 있다. 같은 commander unit 2개 혹은 같은 
commander figure를 다른 두 개의 commander units에 있을 수는 
없다. 당신의 army에 여러 factions의 유닛들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army 특수 능력에 영향을 가지게 된다.
Standard Game: 7,000 point army. 각 플레이어는 8 order 
point와 21 victory points를 얻으면 승리하게 된다.

2. Set Up the Table
standard 게임에서 4‘ wide by 6’ long의 테이블을 사용한다. 테이블 
면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해야만 한다.

l 플레이 바닥은 평평해야만 한다.
l 지형은 분명한 모서리를 가져야만 한다.
l 테이블은 제어 지형을 배치할 수 있거나 혹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형 배치는 이미지를 참조한다. 제어 지형으로 승점을 얻을 수 
있다. 전장 상황 혹은 플레이어들이 지형 수를 정한다. 지형의 각 
면은 유닛 베이스의 긴 부분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기본 지형 배치>

<다양한 지형 배치>

<첫 게임 시 지형 배치>
3. Set up Your Units

Ÿ 각 플레이어는 유닛 베이스의 시작 위치에 준비한 피규어를 
채운다.

Ÿ 피규어 베이스에 해당 번호가 있고 유닛 베이스에 맞게 끼운다.
Ÿ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유닛이 각 시작 슬롯에 정확한 피규어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4. Determine Play Order
Ÿ 주사위 판정: 2d6로 많은 수가 나온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된다. 
Ÿ 선 플레이어가 먼저 어느 쪽 테이블에서 시작하는 지를 정하고, 

특별한 ambush 턴을 가진다.

5. Pick Sides and Place Units
Ÿ 시작 지역은 짧은 면을 기초로 하여 한 베이스 길이만큼 배치할 

수 있고, 각 유닛들은 서로서로 맞닿도록 해야만 한다. 아래 예시 



그림을 보라.

Ÿ 플레이어들은 한 번에 한 개씩 선 플레이어부터 모든 유닛을 
배치할 때까지 배치차례를 가진다.

6. Ambush Turn
Ÿ 선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특수 half 

turn(차례의 반)을 가진다. 이 차례에 선 플레이어는 내림하여 
명령의 반을 가진다.(최소 1)

PLAYING THE GAME
ORDERS: 

Ÿ 일반게임에서 각 플레이어는 차례동안 8 명령 점수를 가진다.
Ÿ 명령 포인트는 유닛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소비한다.
Ÿ 활성화 플레이어만이 명령 점수를 사용한다.
Ÿ 각 플레이어는 명령 점수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차례동안 

사용하지 않은 명령 점수는 소멸된다.
Ÿ 명령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어느 순서로든 섞어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 Move Order
- Close combat Order
- Ranged combat Order
작은 베이스(sortie unit)는 1 명령을 소비, 큰 베이스(formation 
unit)는 2 명령을 소비한다. 다음의 두 명령은 베이스 형태에 
상관없이 1 명령을 소비한다.
- Regroup Order: 베이스에 있는 그 유닛의 피규어 정렬을 

바꾸거나 그 베이스의 회전을 바꾼다.
- Special Order: 특수 능력을 사용할 때. 두 번째 special 

order를 내리기 위해서 유닛을 push할 수 없다.

PUSHING: 
Ÿ 한 차례 내에 한 유닛을 위해 같은 종류의 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을 그 유닛을 pushing한다고 부른다.
Ÿ 한 유닛의 Pushing은 그것의 피규어들 중 하나를 자동으로 

downing(쓰러뜨려 놓는 것)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 유닛의 
소유자는 어떤 피규어를 down할지 결정해야 하고,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downed 돼야 한다. 당신은 한 차례에 여러 번 
유닛을 Push할 수 있지만, Push를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제한이 
있다.

1. 당신은 당신의 차례에 한 번 이상 한 유닛에게 
push를 할 수 없다.

2. 당신은 두 번째 특수 명령 내리기를 위해 한 
유닛을 push할 수 없다.

REGROUP ORDER:
Ÿ 첫 번째 기능: 유닛에 있는 피규어를 유닛 내에서 이동함으로써 

게임 동안 유닛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피규어 이동에는 
3가지 요소로 제한된다(outline color, footpad size, peg 
count). 바꾸고자 하는 슬롯에 피규어는 순서대로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

Outline color:  피규어의 시작 슬롯과 같은 outline인 
슬롯으로 이동할 수 있다.

Footpad size: 피규어는 footpad size가 같은 곳에 
regroup될 수 있다.

Peg count: 피규어는 peg count가 일치하는 곳에 
regroup될 수 있다.

Ÿ 두 번째 기능: 유닛의 정면을 바꿀 수 있다. formation unit은 
180도 회전할 수 있다. sortie 유닛은 90도, 180도, 270도까지 
회정할 수 있다.

MOVE ORDER: 
Ÿ Arcane Legions에서 이동은 특수 회전 툴과 여분의 베이스로 

이루어진다. 회전 툴은 베이스 가장자리 분할 점에 맞추어 여러 
사면(45도와 90도)을 가진다.

Ÿ 여분의 베이스로 직선 이동 거리 측정에 사용된다. 유닛이 한 
sortie 베이스의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을 스텝이라고 부른다. 
formation 베이스는 정확히 sortie의 두 배 길이다.

Ÿ 유닛에게 명령 1점으로 각 준비되어 있는 이동 아이콘에 대해 1 

이동 점수를 얻는다. 특수 능력으로 수정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한다. 유닛의 방향에 따라 코덱에 있는 이동 비용을 
참조한다. 회전 툴의 한 각(45도)을 이용하는데 1 이동 점수가 
소비된다.

Moving Straight: 
Ÿ formation 베이스의 긴 면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Making an Angle Turn: 
Ÿ 회전 툴을 사용하여 45도 각에 1 이동 점수 소비

Making a Right/Left Turn: 
Ÿ 회전 툴을 사용하여 45도 각에 1 이동 점수 소비

이동을 꼭 다 할 필요는 없다. 

Adjacency: 
Ÿ 베이스가 서로서로 평평하게 닿는다면 그 두 유닛은 인접한 

것이다.

Snapping to and Sliding: 
Ÿ 이동하는 유닛이 다른 유닛의 한 부분과 충돌할 때, 그 충돌 

지점을 “snaps to(접점)”라고 하고 그것과 인접하게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야 한다.

Ÿ 한 유닛이 목표유닛에 접점이 생긴다면, 두가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to slide the moving unit until an edge or, 
2. a notch aligns with an edge or,
3. notch of the adjacent unit.

Snapping to while Moving Straight: 
Ÿ 직선 이동 중에 충돌이 발생하면, 작은 각은 각도인 면으로 

붙여야만 한다. 두 각이 같다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선택한다.

Snapping to While Turning: 
Ÿ 이동 중에 겹침은 아니지만 모서리에 접촉을 했을 때는, 직선 

이동의 접촉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Ÿ 회전 중에 겸침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의 그림을 참조한다.



Ÿ 위 그림에서 작은 각으로 면을 붙인다. 같다면 활성화 
플레이어가 정한다.

Ÿ 겹쳐진다면, 아래의 그림을 참조한다.

Ÿ 회전하는 유닛이 이동의 끝에 다른 유닛과 두 코너와 
겹쳐진다면, 두 코너 사이에 edge를 놓게 될 것이다.

Ÿ 만약 회전의 결과 다른 유닛을 이동하지 않고 붙이기를 할 수 
없는 그 이동은 할 수 없다.

Ÿ 붙이기(snap to)나 밀기(slide)를 했다면, 그 이동은 끝나고, 남아 
있는 그 유닛의 이동 점수는 소멸된다.

Ÿ 붙이기나 밀기는 활성화 되는 유닛에게만 발생한다.
Ÿ 한 유닛이 move order없이 이동됐고, 다른 베이스나 지형의 

코너에 충돌한다면, 정지해야한다.
Ÿ 이동 중에 충돌이 다른 베이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 

이동을 끝낼 수 없을 때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이때는 남은 
이동 점수가 소멸되지 않는다.

Breaking Away(탈주): 
Ÿ 접촉한 적 베이스에서 탈주 하는 것은 위험하다
Ÿ Sortie보다 더 큰 유닛이 탈주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는 공짜로 

close combat을 할 수 있다(이것을 Breaking away attack이라 
함). 이 공격은 이동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지만, 이동전에 해야만 
한다.

Ÿ 여러 유닛과 접촉한 상태에서 탈주를 시도한다면, 여러 유닛들은 
한 번씩 CC공격을 하게 된다. 여러 플레이어들이라면 누가 먼저 
공격할지 주사위 판정으로 정한다.

Ÿ Sortie는 탈주를 절대로 할 수 없다.
Ÿ 적에게 인접하여 Regroup order를 받은 유닛에 대해서는 

breakaway attack는 할 수 없다. 이동 명령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Terrain: 
Ÿ 지형은 외곽선은 각이 있는 선이여야 한다.
Ÿ 이 게임에서 지형은 3가지 항목에 대한 지형만이 있다

1. blocking terrain
2. hindering terrain
3. control terrain

Blocking terrain
완벽한 장애물로, 빨간색 외곽선을 가진다. 이동과 
시야, 원거리 공격을 막는다. 유닛이 이 지형과 
접촉할 때, 유닛 접촉 규칙을 따른다.

Hindering terrain
부분 장애물로, 녹색 외곽선을 가진다. 이동과 
ranged combat에 패널티를 준다(막는 것이 
아니다). 유닛이 이 지형과 접촉할 때, 유닛 접촉 
규칙을 따른다.

Control terrain
항상 평평해야만 하고, 노란색 외곽선을 가진다. 이
동과 ranged combat을 막지 않는다. 이 지형을 
점유하게 되면 승점을 얻게 된다. 이 지형에 접촉 
규칙을 적용하거나, 들어가거나, 통과할 수 있다.

CLOSE COMBAT ORDER: 
Ÿ attack icon이 없는 유닛에게 CC oder를 줄 수 없다.
Ÿ Close Combat order가 주어진 유닛을 attacker라고 부른다. 그 

목표는 defender이다.
Ÿ 한 유닛에게 인접한 single 적 유닛에 대해 Close Combat 

order를 내릴 수 있다.
Ÿ defender에 인접한 면에 대해 공격한다. Good side로 공격을 할 

경우, 빨간색 d6는 공격 아이콘을 가진 것과 같은 수를 굴린다.
Ÿ Bad side로 공격할 경우 3개적은 공격 주사위를 굴린다.

Ÿ 방어자가 Good side로 방어를 한다면(red or blue), 준비된 
방어 아이콘의 수만큼 흰색 주사위를 굴린다.

Ÿ Bad side로 방어를 하게 된다면, 3개적은 주사위를 굴린다. 최소 
0.

The Roll and the Lineup: 
1. 플레이어들은 주사위를 굴린다.
2. 각자 높은 수에서 적은 수로 주사위를 정리한다.
3. 공격 주사위가 3개 이상이 6의 결과라면, critical hit가 되고, 

주사위 결과에 추가로 defender에게 1 피해를 더 준다.
4. 특수 능력으로 주사위 결과가 수정 될 수 있다(이것으로 critical 

hit를 무효화 시키거나 생성할 수 없다). Attacker가 먼저 
효과들에 따라 조정을 하고 Defender가 조정한다. 다시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하고 비교를 진행한다.

The Comparison: 
5. 가장 높은 공격 주사위로 가장 높은 방어 주사위와 비교한다.

Ÿ 만약 공격 주사위가 방어 주사위를 친다면, Attacker는 
Defender에 대해 한 hit를 가진다.

Ÿ 만약 방어 주사위가 공격 주사윌 친다면, Defender는 
Attacker에 대해 한 hit를 가진다.

Ÿ 만약 그 주사위가 비긴다면, hit를 가지지 못한다.
6. 가장 높은 주사위부터 가능 낮은 주사위까지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주사위가 없을 때까지 5 스텝을 반복한다.
7. 만약 한 진영이 다른 진영보다 더 많은 주사위를 가진다면, 

부족한 진영에 가상의 2 값을 가진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하고(hit는 가질 수 없다), 5스텝에서와 똑같이 비교를 
진행한다.

8. 한 유닛에 대해 모든 hit는 1 피해를 가한다.

RANGED COMBAT ORDER: 
Ÿ 유닛이 다음과 같을 때는 ranged combat 명령을 내릴 수 없다.

- 준비된 ranged icons이 없거나 혹은
- 적 유닛과 인접해 있다.

Ÿ 유닛에게 ranged combat 명령을 내린다면, Attacker라고 
부르고 그 목표는 Defender가 된다.

Ÿ 적 유닛의 한 면이 최소 one notch에 있다면 원거리에 있는 
것이고, 시야 안에 있는 것으로 방어자가 된다.

Ÿ ranged combat order로 하나의 방어자를 공격할 수 있다.
Ÿ 목표의 정면으로 공격한다. 만약 목표가 두 면이 있다면, 

공격자가 선택해야만 한다.
Ÿ 공격자의 good sides(Blue)면으로 공격한다면, 준비된 ranged 

icons 수와 같은 blue d6 주사위를 굴린다.
Ÿ Bad side(gray or red)로 공격한다면, 3개적은 주사위를 

굴린다(최소 0). 3개 이하의 준비된 ranged icons이 있다면, 
bad side로는 ranged attack을 할 수 없다.

Ÿ 만약 방어자가 good sides의 하나로 방어를 한다면, defense 
icons 수와 같은 흰색 d6 주사위를 굴린다.

Ÿ Bad side로 방어를 한다면, 3개적은 주사위를 굴린다(최소 0).
Ÿ 준비된 defense icons가 없다면, 유령 주사위만을 사용한다.

Range: 
Ÿ ranged combat attack은 attacker로부터 3개의 긴 formation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다. attacker의 유닛 베이스 중앙에 있는 
notch로부터 가능한 적 유닛의 면 중앙에 있는 notch까지 



측정한다.

Line of Sight: 
Ÿ 원거리 공격을 위해서는 적 유닛까지 시야가 막혀있어서는 안 

된다.
Ÿ 시야 확인을 위해 공격자의 공격 면에 있는 notch로부터 사격 

받는 목표의 면 중앙에 있는 notch 사이를 가상의 선을 그어 
결정한다.

Ÿ 다음의 표에 나오는 다른 시야에 대한 패널티를 누적한다.
물체를 가로지르는 시야 효과(누적)

Each Unit 방해: -1 ranged die(최소 0)
Each piece of hindering terrain 방해: -1 ranged die(최소 0)
Each piece of blocking terrain 막는다. 그 면으로 불가능
The target’s base 막는다. 그 면으로 불가능

Firing into Melee Penalty: 
Ÿ 만약 defender가 하나 이상이 적 유닛과 인접해 있다면(공격하는 

플레이어의 유닛들 포함해서), 공격자는 firing into melee이다. 
firing into melee에 대해서 한 개 적은 주사위를 굴린다. 이 
페널티는 만약 defender가 여러 적 유닛에 인접해 있다면 
증가하지는 않는다.

Resolving Ranged Combat: 
Ÿ ranged combat은 close combat과 유사하지만, attacker에게 

목표의 방어 주사위 굴림으로 피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다.

Ÿ ranged combat 해결은 위에 기술한 “Close Combat Order”와 
같지만, 다음의 예외가 있다.
4 스텝. ranged combat에 대한 특수 능력이 있다면 주사위 

결과를 수정한다.
5 스텝. 만약 방어 주사위가 공격자를 때린다면, hit 점수는 없다.
7 스텝. 만약 추가 방어 주사위가 있다면, 무시한다.
8 스텝. attacker는 ranged combat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다.

DEALING DAMAGE: 
Ÿ 피해를 가할 때,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defender에게 어디에 

피해를 가할 것인지 결정하고,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attacker에게 어디에 피해를 가할 것인지 결정한다.

Ÿ 피해는 자신의 어떤 피규어에게 피해를 가한다. 각 피규어의 peg 
수와 같은 피해를 가질 수 있다.

Ÿ peg와 같은 피해를 가진다면, eliminated되거나 downed된다.
Ÿ 그 유닛들에서 downed된 피규어를 remove하고 한족에 

치워둔다.
Ÿ 피해 배정은 다음의 규칙을 사용한다.

- 여러 hit point를 한 피규어에게 피해를 가할 때는 downed 될 
때까지 피해를 적용해야만 한다.

- 한 공격에서 피규어를 downed시킬 만큼 피해를 적용할 수 
없다면 downed되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부상자가 된다. 이때 
피규어 옆에 주사위를 두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표시한다. 만약 당신의 턴이 끝났을 때, down될 만큼의 추가 
피해를 가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부상자가 아니고, 표시한 
주사위를 제거한다.

- 만약 부상당한 피규어를 포함하는 한 유닛이 당신의 턴이 
끝나기 전에 다시 피해를 받는다면, 그 부상당한 피규어가 먼저 
피해를 받아야만 한다.

- 만약 유닛이 하나 이상의 부상당한 유닛을 포함한다면, 어느 
피규어에 먼저 피해를 가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부상당한 피규어들은 부상당하지 않은 피규어에게 피해를 
가하기 전에 모든 부상당한 피규어들이 먼저 downed돼야만 
한다.

- 부상당한 피규어가 다른 슬롯에 regroup된다면, 그 부상표시는 
새로운 position의 그 피규어와 동반한다.

Ÿ 한 유닛의 모든 피규어가 down됐다면, 그 유닛은 패해한다. 
패배한 유닛들은 테이블에서 제거한다.

WINNING THE GAME: 
... By Victory Points: 

Ÿ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승점을 획득한다.
Ÿ standard game에서 21점을 먼저 획득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시나리오에 따라 승점 조정 가능).
Ÿ 차례가 돌아 올 때까지 다른 플레이어가 승리를 위한 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먼저 승점을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Ÿ 승점을 모으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다.

1. Defeating Enemy Units
유닛의 모든 피규어가 down된다면, 그 유닛은 패배한다. 
sortie base를 패배시킨 플레이어는 1 승점, formation 
base를 패배시킨 플레이어는 2 승점을 받는다.

2. Downing a Commander Figure
commander figure를 down시킨 플레이어는 1 승점을 
얻는다. 이 승점은 그 commander가 어떠한 이유로 그 
유닛에 다시 돌아온다면, 승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한 
플레이어의 commander가 매번 생성 될 때마다 1 승점을 
잃는다.

3. Commanding Control Terrain
활성화 플레이어의 턴 시작에(그 현재 턴을 가지는 그 
플레이어) control terrain을 점령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오더를 내리기 전에 3 승점을 얻는다. 
control terrain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활성화 플레이어가 최소 한 유닛이 control terrain에 
있거나, 인접해 있어야 한다. 2) control terrain에 적 유닛이 
없거나, 인접해 있다.
아군 유닛이 추가로 같은 control terrain에 있다고 하여 
승점이 추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활성화 플레이어가 다른 
control terrain을 점령하고 있다면, 각각에 대해 승점을 얻을 
수는 있다.

... By Clearing the Table: 
Ÿ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의 모든 유닛을 제거한다면, 제거된 

플레이어가 승점에 도달 했더라도 그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Ÿ

DIFFERENT WAYS TO PLAY:
Ÿ army 규모와 플레이 환경에 따라 여러 유형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다음의 시나리오에 따라 army를 준비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

Playing with Armies of Deferent Sizes:
Ÿ 기본 맵 세팅을 아래의 구성을 하면 된다.

Build 
Points

Order 
Points

Victory 
Points

Estimated 
Time

5,000 8 15 1시간 이내
7.000 8 21 1~1.5시간
10,000 10 25 1.5~2시간

“King of the Hill” Variation:
Ÿ 테이블의 중앙에 control terrain 한 개를 사용하고, 다른 

지형은 플레이어들 간에 상의 하여 그 수를 정한다.
Build 
Points

Control 
Terrain Pcs.

Order  
Points

Victory  
Points

7.000 1 8 15

“Death Before Dishonor” Variation:
Ÿ 이 게임엔 control terrain이 없다. 게임의 목표는 오로지 

상대의 유닛을 패배시켜 승점을 모으는 것이다.
Build 
Points

Control 
Terrain Pcs.

Order  
Points

Victory  
Points

7.000 0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