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 = Attacking Monster   
TM = Target Monster 
PA = Power Attack           
BD = Building 

Body Slam 

상대의 몬스터를 잡아들고 내려 꽂는다. 
 
1. AM와 TM는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2. PA이 성공하면 정렬할 수 있는 지점  
   에 TM을 놓는다. 
3. TM이 이동 하는 경로와 배치 칸에 있 
   는 유닛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에 따르 
   는 효과가 적용된다.  
예: 건물은 파괴되고, 유닛은 크러쉬된다. 
     이런 경우, 공격 성공에 대해 1 피해,  
     건물과 충돌로 1 피해, 건물의 파괴 
     로 인 한 하자드에 인해 1 피해를 받 
     는다. 

Head-Butt 

상대의 몬스터를 들이 받는다. 
 
1. AM와 TM는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2. PA이 성공하고, TM이 하이퍼 폼이라 
   면, 피해 1을 받고 알파 폼이 있다면  
   교체 한다.  

RAM 

건물을 후려친다. 
 
1. AM와 BD는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2. BD이 파괴 된다면 받대 쪽에 정렬 된 
   어 있는 몬스터는 1 피해를 받고, 반대  
   쪽에 있는 유닛은 크러쉬드 된다. 

Rampage 

AM은 직선으로 돌격하여 모든 것을 파
괴할 것이다. 
 
1. AM이 이동을 했다면, 렘페이지 PA  
   를 사용할 수는 없다. 
2. 공격 주사위를 굴리고, 전방에 있는  
   모든 빌딩과 유닛들의 방어도를 비교 
   하여, 가능하다면 이동력 만큼 이동하 
   면서 순차적으로 빌딩이 있다면 파괴 
   되고, 유닛들(아군 포함)은 크러쉬된다. 
3. 다른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이 
   동은 멈춘다. 
4. 경로에 있는 hazard에는 면역이 되지 
   만, 정지 하는 곳에는 그렇지 못하다. 

Smash 

다른 몬스터에게 달려가 날려버린다. 
 
1. AM은 이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몬스 
   터와 정렬이 되어야 한다. 
2. 이 턴에 TM과 인접한 상태로는 이  
   PA을 사용할 수 없다.  
3. PA가 명중 한다면, 사용한 P-die만큼  
   TM은 AM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4. TM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hazards 
   와 유닛들, 빌딩들과 충돌을 하고 통 
   과 이동한다. 

Stomp 

엄청난 발구르기로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들에게 피해를 준다. 
 
1. AM는 주사위를 한 번 굴리고,rubble  
   타일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나 혹은 모 
   든 hazard 타일을 뒤집는다. 
2. 명중한 빌딩은 파괴 되고, 명중한  
   유닛(flying 포함)은 크러쉬된다.  
3. 타일만 뒤집기 위해서 이 PA을 할 때 
   는 A-die와 P-die를 소비는 하되 굴릴  
   필요는 없다.  

Swat 

무언가 집어서 던지다. 
 
1. 먼저 인접해 있는 유닛에 대해 PA을 
   해야한다. 
2. 성공하면, 유닛은 크러쉬된다. Swat을 
   위한 명중이라면, 그 유닛을 해결한  
   후, 적 피규어나 혹은 몬스터에서 5칸  
   이내의 빌딩을 선택한다. 
3. 두 번째 공격을 위해 플레이한 주사 
   위로 다시 굴리고 비교를 하여, 빌딩 
   이 명중이면 파괴되고, 유닛이면 크러 
   쉬된다. 몬스터가 명중이면 1 피해를  
   입는다. 모든 파워 공격은 두 번째 공 
   격 굴림에 대해 트리거와 이점이   
   적용된다. 

Throw 

몬스터를 들어서 공중에 던지다. 
 
1. AM은 TM에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2. PA이 성공하면, TM을 새로운 장소에  
   배치한다. 
3. TM의 새로운 위치는 AM의 수직·수평 
방향이여야 하고, AM의 던지기 시작한 
위치에서 굴린 P-die보다 더 멀리 날아
갈 수는 없다. 
4. 몬스터가 없는 칸에 던지거나 혹은 빌 
   딩 및 혹은 유닛들이 있는 칸이여야  
   한다.  
5. Throw로 던질 곳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다. 

POWER ATTACKS를 위해 
A-die 1개 와 P-die 1개를  
최소한 소비해야 한다. 


	Slide Number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