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대 진행과 반지를 위한 추적 
커스텀 참조표 #1 

관련된 사건 카드나 인물, 추적 타일 
원정대가 모르도르 밖에 있다면    을 따르십시오. 
그 외의 경우에는     을 따르십시오. 

반지의 전쟁 – 2판 

방금 사용된 자유민족 인물/서부의 의지 (특별) 행동 주사위를 추적 칸에 놓기 

0 

추적 타일 1개 뽑기 그리고 추적 피해 결정하기 4 

13 

6 동료들의 길잡이 특별 능력들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자유민족 인물/서부의 의지 (특별) 행동 주사위 결과 1개 사용하기 

원정대 진행 카운터 1칸 전진시키기 1 반지-운반자들 피규어 1칸 전진시키기 

3 
추적 칸에 있는 자유민족과 암흑군단 눈 (특별) 행동 주사위 결과마다 주사위 1개씩 (최대 5개까지) 굴리기 다음에 

나즈굴과 암흑군단 부대, 거점 암흑군단 지배에 대해 실패한 주사위 1개씩 (최대 3개까지) 다시-굴리기 

2 
추적 칸에 있는 자유민족 (특별) 행동 주사위 결과마다 
추적 굴림과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들 모두에 1씩 더하기 

5 자유민족 다른“테이블에 내려 놓고 사용한다” 인물 사건 카드 1장 사용하기 

10 
지도에서 반지-운반자들 피규어 이동시키기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 자유민족 지배이 있는 지역에서 끝날 수 없음) 

11 
추가 추적 타일들의 개수 결정하기 (반지-운반자들 피규어가 지나갔거나 나갔거나 들어갔거나 
머물고 있는 암흑군단 거점 암흑군단 지배마다, 4-8소단계 반복) 

9 원정대 노출시키기 

길잡이/무작위 동료1명을 사상자로 제거하기 (또는 호빗 1명 분리하기) 7 

8 반지 사용하기 (= 남은 추적 피해 더하기) 

원정대 진행 카운터 “0”칸으로 재조정하기 반지-운반자들 피규어 1칸 후퇴시키기 12 

암흑군단 “크라반들의 떼들” 

자유민족 “마법사의 지팡이” (타일 뽑기 전에) 
암흑군단 “우리가 보물을 
가져야 해” 
자유민족 “미스릴과 스팅” 

갈라드리엘의 네냐 특별 
능력, 스메아골의 등장 
요건 (아무 타일 뽑기 전에) 

암흑군단 “쉴롭의 굴” 

자유민족 “도끼와 활” / “곤도르의 뿔나팔” / 
“네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거라” 

1-레벨 동료들의 길잡이 특별 능력들 
골룸의 등장 요건 
골룸의 길잡이 특별 능력 

암흑군단 “슬픔과 고역으로 지치다” 
호빗들의 특별 능력 
골룸의 등장 요건 

골룸의 길잡이 특별 능력 

모리아의 발록의 특별 능력, 
암흑군단 “모리아의 발록”, “관문들이 닫혀 있다” 

암흑군단과 자유민족 반지-기반 승리 조건들 
성큼걸이 (두나단)의 길잡이 특별 능력, 
엘론드의 빌랴 특별 능력, 자유민족 “마지막 전투” 

: 추적 성공 시에만 : “노출” 시에만 : “정지” 시에만 

모르도르 추적 풀 = 남은 추적 타일들 + 이전에 뽑은 눈 타일들 + 등장한 특별 추적 타일들 – 게임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된 타일들. 
원정대가 모르도르 트랙에 있을 때에, 턴 동안에 자유민족 플레이어가 원정대를 숨기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이동시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그 턴의 행동 해결 단계의 종료 시에 타락 점수 1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반지의 전쟁 – 2판 

자유민족 인물 등장시키기 
- 동료들은 원정대에서 분리되면 등장합니다 (39쪽을 보십시
오). 
- 백색의 간달프와 아라고른 – 이실두르의 후계자가 등장합니
다 (그 인물 카드들을 보십시오). 

암흑군단 인물 등장시키기 
-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카드들을 보십시오). 

자유민족 인물 이동시키기 
동료들과 동료들 무리들 모두는 지도에서 이동합니다. 같은 지
역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무리들을 1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24쪽을 보십시오). 
 
개인 이동: 동료는 지역들을 최대 자신의 레벨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리 이동: 동료들 무리는 공통의 목적지로 최대 그 무리에서 
가장 높은 레벨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제약 
 

암흑군단 인물과 나즈굴 이동시키기 
나즈굴과 부하들은 지도에서 이동합니다 (24쪽을 보십시오). 
 
오직 개인 이동: 부하는 지역들을 최대 자신의 레벨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펠 비스트에 의한 무한한 이동: 나즈굴과 마술사-왕은 하나의 이
동으로 지도에 있는 아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르상크의 타락한 마법사: 사루만은 오르상크에서 떠날 수 없
습니다. 
 
이동 제약 
 

인물과 지도자, 나즈굴 죽이기 
- 전투에 참가한 부대들 모두가 죽는다면 즉시 그 군대에 부분
이었던 나머지 피규어들 모두 또한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30쪽
을 보십시오). 

- 카드의 효과로 군대에 있는 부대들 모두가 죽는다면 그 군대
와 함께 있는 자유민족 지도자들 모두는 제거되지만, 그 카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나즈굴과 동료들, 부하들은 그 지역에  
남겨집니다 (22쪽을 보십시오). 

그들은 적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러
한 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점 암흑군단 지배을 포함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멈
춰야 합니다. 
그들은 거점 자유민족 포위 암흑군단 지배을 포함하는 지역에 들
어가면 멈춰야 합니다. 
(특정 사건 카드들을 제외하고) 그들은 우방 거점 암흑군

단 포위을 포함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한 지역
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통과불가능 지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러
한 지역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점 자유민족 지배을 포함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
습니다. 
그들은 거점 암흑군단 포위 자유민족 지배을 포함하는 지역에 들
어가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비-비행 부하들은 우방 거점 자유민족 포위을 포함하는 지
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한 지역에서 떠날 수도 없
습니다 (나즈굴과 마술사-왕은 할 수 있습니다). 
비-비행 부하들은 통과불가능 지형을 건너갈 수 없습
니다 (나즈굴과 마술사-왕은 할 수 있습니다). 

포위 야전 돌진 

전투의 선언 

전투의 시작 백색의 간달프의 “백색의 기수” 특별 능력 사용하기 

0소단계 거점 안으로 후퇴하기 방어자 

1소단계 전투 카드 사용하기 공격자 다음에 방어자 

2소단계 전투 굴림을 위한 주사위 굴리기 

3소단계 지도자 다시-굴림을 위한 주사위 굴리기 

4소단계 사상자 제거하기 공격자 다음에 방어자 

전투 연장하기 공격자 5소단계 공격 중단하기 공격자 다음에 후퇴하기 방어자 

전투의 종료 
방어군이 죽거나 후퇴하면 즉시 공격자는 그 공격에 참여하는 피규어들의 일부나 전부를 전투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한 공격자가 침입한 전투 지역이 적의 거점을 포함하고 그 거점이 적의 부대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거점은 포위됩니다. 
방어자는 점령당한 정착지에 대한 국가의 정치 카운터를 전진시킵니다. 

공격자는 군대를 (“전쟁 중”이 아닌 피규어들을 포함하지 않는) 공격군과 (다가오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후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어자는 공격받은 부대들에 대한 국가들의 정치 카운터들을 활성화하고 전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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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전투 
커스텀 참조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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