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쉴롭의 굴 

이제 “쉴롭의 굴” 암흑군단 특별 
추적 타일이 등장한다. 
모르도르 트랙에 원정대가 있을 
때에 그 타일을 추적 풀에 추가한
다. 

어둠의 군주를 위한 
반지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반지는 
내 거야! 

이제 “반지는 내 거야!” 암흑군단 
특별 추적 타일이 등장한다. 
모르도르 트랙에 원정대가 있을 
때에 그 타일을 추적 풀에 추가한
다. 

어둠의 군주를 위한 
반지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프로도와 샘은 
계속, 계속 

갔다 
이제 “프로도와 샘은 계속, 계속 
갔다” 암흑군단 특별 추적 타일이 
등장한다. 
모르도르 트랙에 원정대가 있을 
때에 그 타일을 추적 풀에 추가한
다. 

어둠의 군주를 위한 
반지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보물을 
우리에게 줘! 

이제 “보물을 우리에게 줘!” 암흑
군단 특별 추적 타일이 등장한다. 
모르도르 트랙에 원정대가 있을 
때에 그 타일을 추적 풀에 추가한
다. 

어둠의 군주를 위한 
반지 

방어군이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과 지도자 다시-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시신들의 
불빛들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가 있는 지역
에 있지 않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주사위 3개를 굴린다. 
A. 4+의 결과마다 타락 점수 1씩 더 

 
B. 골룸이 길잡이라면 4+의 결과 대

신에 “6”의 결과마다 타락 점수 1 

한다. 

씩 더한다. 

공포와 절망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을 1 이상 박탈한다. 

상대는 당신이 박탈한 나즈굴의 
지도력마다 상대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을 1개씩 덜 (최소 

1개까지) 굴린다. 

깊은 물 속에서 
나온 

잔혹한 놈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가 있는 지역
에 있지 않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추적 타일 1개를 뽑는다. 
A. 그 타일이 눈을 보이거나 원정대 

특별 추적 타일이라면 그 타일을 
 

B. 그 외의 경우라면 반지 사용 전에 
(추적 피해가 있고 원정대에 동료
가 있다면)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동료 카운터 1개를 무작위로 뽑
아 그 동료를 죽여서 추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성 

효과 없이 버린다. 

공한 추적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나즈굴은 매섭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1을 박
탈해서 당신의 지도자 다시-굴림
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 

한다. 

이실두르의 
마물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가 있는 지역
에 있지 않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추적 타일 1개를 뽑는다. 
A. 그 타일이 눈을 보이거나 원정대 

특별 추적 타일이라면 그 타일을 
 

B. 그 외의 경우라면 반지 사용 전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추적 피해
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줄일 수 없
다는 것을 제외하고, 성공한 추적 

효과 없이 버린다. 

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죽음처럼 고통스럽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2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2를 박
탈해서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오르크의 순찰 

원정대가 자유민족 정착지가 있는 지역
에 있지 않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추적 타일 1개를 뽑는다. 
A. 그 타일이 눈을 보이거나 원정대 

특별 추적 타일이라면 그 타일을 
 

B. 그 외의 경우라면 성공한 추적에 
효과 없이 버린다. 

대한 규칙을 따른다. 

죽음처럼 고통스럽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2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2를 박
탈해서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나즈굴의 
수색 

원정대 진행 카운터가 “1” 이상의 칸
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일부나 전부를 
각각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나즈굴이 있다면 원정대를 노출시
킨다. 

지독한 악취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자유민족 군
대의 총지도력 이상이라면 당신은 
상대의 지도자 다시-굴림을 무효 

화한다. 

혹독한 날씨 

원정대 진행 카운터가 “1” 이상의 칸
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원정대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죽음처럼 고통스럽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2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2를 박
탈해서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나즈굴이 
습격한다! 

원정대 진행 카운터가 “1” 이상의 칸
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일부나 전부를 
각각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원정대와 같은 지역에 
나즈굴이 있다면 당신은 
A.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자유민족 인 

 
B. (마치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원정

대를 진행시킨 것처럼) 추적 굴림 

물 사건 카드 1장을 버리거나, 

을 할 수 있다. 

검은 숨 

나즈굴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지도자 다시-굴림 동안에 당신이 
A. 명중들을 1회 이상 얻는다면 당

신은 자유민족 지도자 1명을 추 
 

B. 명중들을 동료 1명의 레벨 이상 
얻는다면 당신은 자유민족 지도
자 1명 대신에 그 동료를 추가로 

가로 죽이거나,  

죽인다. 

모르굴 상처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사용한다. 

A. 원정대의 현재 타락 점수가 3 이 
 

B. 그 외의 경우라면 타락 점수 2 대 
하라면 타락 점수 2를 더한다. 

신에 타락 점수 1을 더한다. 

검은 숨 

나즈굴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지도자 다시-굴림 동안에 당신이 
A. 명중들을 1회 이상 얻는다면 당

신은 자유민족 지도자 1명을 추 
 

B. 명중들을 동료 1명의 레벨 이상 
얻는다면 당신은 자유민족 지도
자 1명 대신에 그 동료를 추가로 

가로 죽이거나,  

죽인다. 



반지의 유혹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사용한다. 

A. 동료 카운터 1개를 무작위로 뽑
아서 원정대에 있는 그 동료를 선 
 
 
 
 
 

B. 골룸이 길잡이라면 동료 카운터 
1개를 뽑는 대신에 타락 점수 1을 

택한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a. 타락 점수를 그 동료의 레벨 
 

b. 그 동료를 죽이는 것을 선택 
만큼 더하거나, 

해야 한다. 

더한다. 

나즈굴은 매섭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1을 박
탈해서 당신의 지도자 다시-굴림
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 

한다. 

원정대의 
분열 

원정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사용한다. 

A. 당신은 추적 타일 1개를 뽑는다. 
 
 
 
 
 
 
 
 
 

B. 골룸이 길잡이라면 추적 타일 1개를 

a. 그 타일이 눈을 보이거나 원정
대 특별 추적 타일이라면 그 타 
 

b. 그 외의 경우라면 자유민족 플
레이어는 (가능하다면) 동료들
을 그 타일의 숫자만큼 분리해
서 원정대가 있는 지역에 놓아
야 한다. 그 타일에 있는 “노출” 

일을 효과 없이 버린다. 

과 “정지” 아이콘들을 무시한다. 

뽑는 대신에 타락 점수 1을 더한다. 

공포와 절망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을 1 이상 박탈한다. 

상대는 당신이 박탈한 나즈굴의 
지도력마다 상대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을 1개씩 덜 (최소 

1개까지) 굴린다. 

슬픔과 
고역으로 
지치다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한, 원정대
에 있는 동료 1명이 사상자로 제
거된다면 당신은 
A. 자유민족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인물 사건 카드 1장을 (무작위로 
 

B.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자유민족 인
물 사건 카드 1장을 추가로 버릴 

선택해서) 추가로 버리거나, 

수 있다. 

원정대가 자유민족에게 지배되고 있는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에서 선언된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
려야 한다. 

위력의 말들 

나즈굴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동료 1명의 지도력과 특별 
능력들 모두를 무효화한다. 

크라반들의 
떼들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추적 굴림 전에 당신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서 추적 
굴림과 추적 다시-굴림을 위한 주
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할 수 있다. 

원정대가 자유민족에게 지배되고 있는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에서 선언된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
려야 한다. 

나즈굴은 매섭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1을 박
탈해서 당신의 지도자 다시-굴림
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 

한다. 



모리아의 
발록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원정대가 선언되거나 노출되고, 그 결과로 
Moria모리아를 지나가거나 그 거점에서 나오
거나 그 거점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테이
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서 추가 추적
타일 1개를 뽑을 수 있다. 
A. 그 타일이 눈을 보인다면 그 타일을 효과 없 

 
B. 그 외의 경우라면 성공한 추적에 대한 규칙

을 따른다. 원정대가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
에서 선언되었다면 그 타일에 있는 “노출” 

이 버린다. 

아이콘을 무시한다. 

또는 당신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서 
마치 당신의 손에 있는 전투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
럼 이 카드의 전투 카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두린의 마물 

방어군이 Moria모리아에서 2지역  
안에 있다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주사위 3 
개를 굴려서 추가 공격을 한다. 

당신은 4+의 결과마다 명중 1회 
씩 얻고 즉시 그 결과를 적용한다. 

눈꺼풀 없는 
눈 

당신은 사용되지 않은 암흑군단 
아무 행동 주사위 결과들을 3개까
지 “눈” 행동 주사위 결과들로 바
꾼다. 
즉시 추적 칸에 그 주사위들을 놓
는다. 

위력의 말들 

나즈굴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동료 1명의 지도력과 특별 
능력들 모두를 무효화한다. 

무시무시한 
주문들 

나즈굴과 함께 있는 암흑군단 군대 1개
대가 자유민족 군대 1개대와 같은 지역
이나, 그러한 군대에 인접한 지역에 있
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그 암흑군단과 함께 있는 
나즈굴마다 주사위 1개씩 (최대 5
개까지) 굴리고 5+의 결과마다 그 
자유민족 군대에 대한 명중 1회씩 
얻는다. 

오르상크의 흑마법 

이센가르드국 부대가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고 방어군이 포위되 
어 있는 거점에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들 모두에 1씩 더한다. 

지하세계의 
망치, 

그론드* 

마술사-왕이 거점을 포위하고 있는 암
흑군단 군대와 함께 있다면 사용한다. 

그 거점을 공격한다. 
그 포위 전투는 1번의 전투 라운
드 대신에 3번의 전투 라운드들 
동안 지속된다. 
동료가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전투의 첫 번째 전투 라
운드 동안에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공포와 절망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전투 굴림 전에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을 1 이상 박탈한다. 

상대는 당신이 박탈한 나즈굴의 
지도력마다 상대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을 1개씩 덜 (최소 

1개까지) 굴린다. 



오르상크의 
팔란티르 

사루만이 등장해 있다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한, 당신은 
사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
용해서 사건 카드 1장을 사용한 
후에 즉시 아무 종류의 사건 카드 
1장을 뽑는다. 

자유민족 플레이어는 서부의 의지 행
동 주사위 결과 1개를 사용하거나, 아
무 행동 주사위 결과 1개와 엘프의 반
지 카운터 1개를 사용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가 강제로 버려지게 
할 수 있다. 사루만이 죽는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다. 

죽음처럼 고통스럽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2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당신은 나즈굴의 총지도력 2를 박
탈해서 당신의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한다. 

벌레혓바닥 

사루만이 등장해 있다면 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이 카드가 등장해 있는 한, 동료의 
특별 능력으로 또는 Edoras에도라스
나 Helm’s Deep헬름즈 딥에서 선언된 
원정대로 또는 에도라스나 헬름즈 
딥에 대한 공격으로를 제외하고, 
로한국 정치 카운터는 활성화될 
수 없다. 

로한국 정치 카운터가 활성화되거나 
사루만이 죽는다면 즉시 테이블에 놓
여 있는 이 카드를 버려야 한다. 

지독한 악취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자유민족 군
대의 총지도력 이상이라면 당신은 
상대의 지도자 다시-굴림을 무효 

화한다. 

반지악령들이 
널리 

퍼져 있다* 

당신은 나즈굴의 일부나 전부를 
각각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당신은 
A. 나즈굴과 함께 있는 암흑군단 군 

 
B. 나즈굴과 함께 있는 암흑군단 군 

대 2개대를 각각 이동시키거나, 

대 1개대로 공격할 수 있다. 

위력의 말들 

나즈굴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 
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동료 1명의 지도력과 특별 
능력들 모두를 무효화한다. 

검은 대장이 
명령하다* 

마술사-왕이 등장해 있다면 사용한다. 

당신은 
A. 마술사-왕이 있는 지역에 나즈굴 

 
B. 나즈굴의 일부나 전부를 각각 이 

2명을 모집하거나, 

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A. 마술사-왕과 함께 있는 암흑군단 

 
B. 마술사-왕과 함께 있는 암흑군단 

군대를 이동시키거나 

군대로 공격할 수 있다. 

지독한 악취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1 이상이라 
면 사용한다. 

나즈굴의 총지도력이 자유민족 군
대의 총지도력 이상이라면 당신은 
상대의 지도자 다시-굴림을 무효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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