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카드는 덱에 섞지 않는다. 소환사의 참조 카드에 목록 
되어 있는 주문들을 가진 각 플레이어는 대신에 전장 밖에 주
문 더미를 만들어 게임을 시작한다. 그 카드가 플레이어에게 
그 유형의 주문을 지시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주문 더미에서 
제거하여 지시하는 곳에 주문 카드를 배치한다. 주문은 유닛
의 새로운 유형이다, 그래서 특히 일반, 챔피온 혹은 소환사를 
목표로 하는 게임의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문은 다음을 예외로 유닛들에 대한 일반 규칙을 따른다 : 
아군 플레이어에 의해 파괴된 주문은 그 플레이어의 버린 
더미에 놓는다.

이 세트의 몇몇 카드는 성장할 수 있다. 카드에 
목록 되어 있는 "성장 했을 때: " 뒤에 목록된 모든
효과는 그 카드가 성장했다면 단지 효과가 있다.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유닛 하나를 소환할 때, 
그 플레이어는 유닛의 성장 비용과 같은 매직 포인트를 소비
하여 그 유닛의 성장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플레이어가 
성장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유닛에 성장 마커를 놓는다. 유닛
이 성장 마커를 가지고 있는 한, 성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유닛이 더이상 성장한 상태가 아닌 결과로 인해 파괴된
다면, 매직 더미로 배치되는 대신에 제거한다. 성장한 유닛은 
상대 카드의 효과에 대해 그것의 능력을 절대 잃지 않는다.

Kendre가 이동한 후, Kendre가 
있는 곳에서 3칸 이내에 당신이 제
어하는 성장한 유닛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유닛의 성장 마커
를 제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유닛에 그것을 배치할 수 있다.

당신의 공격 단계가 끝났을 때, Endrich
에서 3칸 이내에 있는 당신이 제어하는 
성장한 일반 유닛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즉시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하여 
이번 차례에 그 유닛이 공격을 했더라도 
선택한 그 유닛으로 공격한다.

당신 차례의 시작에 이 Gorgon에 
인접해 있는 모든 적 일반 유닛들을 
당신의 매직 더미안으로 배치한다.

당신 차례의 시작에 이 Gorgon에 
인접해 있는 모든 적 일반 유닛들을 
당신의 매직 더미안으로 배치한다.

당신 차례의 시작에 이 Gorgon에 
인접해 있는 모든 적 일반 유닛들을 
당신의 매직 더미안으로 배치한다.

이번 차례에 당신의 소환사와 
Owl Gryphon 둘 다 공격하는 
대신에 버린 더미 위에 있는 카드 
1장을 제거하고 그것을 당신의 
매직 더미 위에 놓는다.



당신의 공격 단계 시작에 Keodel에 
인접한 각 일반 유닛에 대해 1 매직 
포인트를 지불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
이 지불할 수 없다면, Keodel을 제거
한다. Keodel에 인접한 당신이 제어하
는 일반 유닛들은 공격 값에 1을 추가
한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동
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동
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동
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동
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동
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Deep Dragon의 생명 값에 2
를 더한다. 이 Deep Dragon이 이
동한다면, 추가로 1칸 더 이동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2. 성장 했을 때:
이 Gem Priestess의 생명 값에 2를 더
한다. 이 Gem Priestess가 이동한 후에 
당신은 이 Gem Priestess에 인접한 
챔피온 유닛과 모든 아군 일반 유닛에 
있는 상처 마커 1개를 제거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성장 비용 1. 성장 했을 때:
이 Geopath의 공격 값에 1을 더한
다. 이 Geopath가 공격 한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 막는 것 없이 
직선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카드를 
공격할 수 있다.

당신의 소환사에 인접한 빈 칸에 
주문 더미에서 Gorgon 1개를 
배치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한다.

당신의 소환사에 인접한 빈 칸에 
주문 더미에서 Gorgon 1개를 
배치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한다.

당신의 소환사에 인접한 빈 칸에 
주문 더미에서 Gorgon 1개를 
배치하기 위해 1 매직 포인트를 
소비한다.

당신이 제어하는 성장한 유닛들을 
원하는 만큼 선택한다. 선택한 
그 유닛들의 성장 마커를 제거한다. 
당신이 선택한 유닛들의 성장 
비용과 같은 카드 수를 당신의 
버린 더미 위에서 부터 제거하고 
당신의 매직 더미 위에 그 
카드들을 배치한다.

당신이 제어하는 성장한 유닛들을 
원하는 만큼 선택한다. 선택한 
그 유닛들의 성장 마커를 제거한다. 
당신이 선택한 유닛들의 성장 
비용과 같은 카드 수를 당신의 
버린 더미 위에서 부터 제거하고 
당신의 매직 더미 위에 그 
카드들을 배치한다.



현재 성장하진 않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이 제어하는 유닛을 
2개까지 선택한다. 선택한 각 유
닛에 성장 마커를 놓는다.

당신이 제어하는 성장한 
Deep Bender 유닛을 선택한다. 
선택한 그 유닛은 당신의 소환사 
위치와 바꿀 수 있다.

현재 성장하진 않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이 제어하는 유닛을 
2개까지 선택한다. 선택한 각 유
닛에 성장 마커를 놓는다.

당신이 제어하는 성장한 
Deep Bender 유닛을 선택한다. 
선택한 그 유닛은 당신의 소환사 
위치와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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