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 해병 수에 따른 시작 아이템
해병 Shells/Bullets 상처 방호구 카드(장)

1 4 10 2 3

2 3 9 2 3

3 2 8 2 2

침략자 플레이어 카드 수

플레이어의 수에 상관없이 5장을 가진다. 매번 침략자 플레이어 턴 시작에 플레이 되는 해병 
수와 같은 카드를 가져온다. 최대 8장을 가질 수 있다.

장비 토큰
이 토큰들은 특정 시나리오의 지시대로 보드에 배치된다. 무기, 탄
약, 체력, 추가 방호구 그리고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해병의 다른 
아이템들이다.

체력 토큰
이 토큰을 집어 드는 즉시 그 해병은 상처를 3개까지 치료하고, 체
력토큰을 버린다.

Key 토큰
보안 문을 열기 위한 Passcode 혹은 Key Card를 표현한다. 이 토큰
을 가지게 되면 즉시 방향 토큰 옆에 가져다 두어, 남은 게임에서 
계속 해당 문은 해제 된다는 것을 해병 플레이어들에게 알려준다.

무기 토큰
이들 무기 토큰을 가지게 되면 해병 참조 시트에 가져다 두어 해당 
무기의 존재 여부를 표시한다.

아드레날린
토큰

해병의 속도를 가속화 하는데 사용된다. 이 토큰을 집어든 다음 턴
에, 토큰을 버리고 4카까지 추가로 이동할 수 있다.

버서커
토큰

해병을 폭주하게 만든다. 이 토큰을 집어 든다면 즉시 윗면으로 해
병의 상태 보드에 가져다 둔다. 이 토큰을 가진 해병은 주먹으로만 
공격을 하지만, 어떠한 명중이라도 침략자의 방호구나 체력에 관계
없이 다 없애버릴 수 있다. 하지만 효과가 길지 않아서 다음 턴에 
뒷면으로 뒤집고, 그 턴이 끝날 때, 이 토큰도 같이 버린다.

탄약 토큰

해병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토큰들이다. 3가지 형태가 
있다. 각기 다른 무기에 사용된다.

방호구
토큰 해병의 방어 수치를 나타내는 토큰이다.

상처 토큰
상처를 받을 때마다 받게 되는 상처의 수를 나타낸다. 일정 수치 이
상의 상처 토큰을 받으면 죽게 된다.

해병 명령 
토큰 해병은 특수 액션을 위해 이 토큰을 사용한다.

둠 주사위

전투를 위해 사용된다. 공격에서 X 주사위
가 나온다면, 그 공격은 실패다. 탄약을 
사용하는 무기인 경우 그 주사위만 다시 
굴려 무기의 깨짐 상태를 체크한다.

장애물
 토큰

장애물은 시야와 이동을 막는다. 시야를 요구하지 않는 무기의 사양
에 대해서는 시야를 막지 않는다.

피해
장애물

이 장애물은 이동과 시야를 막지 않지만, 이 칸을 지나가거나 정지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방호구와 상관없이 전체 턴/활성화에 대해 1
피해를 받는다. 여전히 피규어가 이 토큰이 있는 곳에서 턴/활성화 
된다면 자동적으로 추가 피해를 받는다. knockback 능력에 의해 이 
칸에 들어간다면, 1피해를 받지만, 그러나 다음 턴에 머물러 있지 않
는 한,  턴/활성화를 가지더라도 추가 피해는 없다.

폭발물 통
이 토큰은 시야와 이동을 막는다. 이 토큰이 직접 공격 혹은 충격파
로 인해 폭발한 다면, 인접한 칸에 있는 모든 피규어는 1피해를 가
지고, 보드에서 토큰을 제거한다.

텔레포터
해병은 텔레포터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다른 텔레포터로 이동할 수 
있고, 이때 맵은 공개된다. 공개되는 맵에 다른 공개되지 않은 맵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면, 분리해서 연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텔레프래그
텔레포터로 이동시 다른 텔레포터를 점유하고 있는 침략자는 폭발하
여 죽는다.

배관통

이것은 아래의 예외로 텔레포터처럼 작동한다.
Ÿ Scuttle 능력이 있는 침략자만 사용한다.
Ÿ 이동 시 다른 환풍구로 1이동 점수를 사용한다.
Ÿ 공개되지 않은 맵에 있는 환풍구 및 다른 해당 환풍기에 해병이 

있다면 이동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