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 카드 시야

기본 원칙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생성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 각 무기의 기능과 파워업 카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설명하실 때는 다음의 순서가 좋습니다.

1. 액션과 대미지, 표식, 점수 계산

2. 게임을 시작할 때 펼쳐진 9개의 무기 기능

3. 파워업 카드

4. 게임 시작!

5. 새로 등장하는 무기 기능

무기 절반 정도는 볼 수 있는 것만 목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과 같은 방에 있는 모든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자기 위치가 문이 있는 스퀘어일 경우, 문 너머 방의 모든 스퀘어에 있는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방에는 숨을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재빨리 문 너머 방에 있는 모두를 훔쳐보고 얼른 몸을 숙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있는 방의 문 뒤로 오지 않는 한, 들킬 일은 없습니다.

누가 있는 스퀘어를 관통해서 쏠 수 있는지, 열린 문들을 향해 동시에 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캐릭터는 아주 민첩해서, 무기 역량이 되는 모든 대상은 전부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  이 게임에서는 피규어가 어느 스퀘어에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스퀘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다른 피규어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 자기 무기로 스스로가 대미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  하나의 대상에게 일정량의 대미지를 입힐 때, 그 양을 줄일 수 없습니다.

»  여러 대상에게 효과를 미칠 때, 원한다면 효과를 미치는 대상을 원래 

능력보다 적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소에 있는 모두에게 

대미지를 주는 효과는 일부 대상을 피해서 대미지를 입힐 수 없습니다.

»  "한 칸 떨어진" 곳에서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무기의 효과는 문은 통과할 수 

있지만 벽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효과: 탄약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 효과: 기본 효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모드: 기본 효과와 같은 말입니다.

                 탄약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모드: 기본 모드 효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나 선택 모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탄약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장전 비용

기본 효과 기본 모드

동반 효과

동반 효과 비용 선택 모드 비용

선택 모드

재장전 비용

가끔 저는 2단계 설명은 건너뛰어서, 사람들이 사격을 한 

다음에야 자기가 집은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알 때도 있어요. 

안될 것 없잖아요?  다 그러면서 배우는거죠. 

무기 설명서

도저는 동시에 3개의 방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스프로그는 디스트럭터와 도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트럭터는 도저와 스프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반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반면,  도저는 반시를 볼 수 있습니다.



견인 광선
기본 모드:  대상 하나를 0~2칸 옮겨서 자신이 볼 수 있는 

스퀘어로 옮기고, 1대미지를 입힙니다.

선택 모드 퍼니셔: 자신이 있는 스퀘어에서 0~2칸 떨어져있는 

대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대상을 자신이 있는 스퀘어로 

옮기고 3대미지를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대상을 볼 수 없더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대상을 옮기고나서 대미지를 입힙니다. 대상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렉트로 사이드
기본 모드: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힙니다.

선택 모드 리퍼: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2

대미지씩 입힙니다.

소용돌이 대포
기본 효과: 자신과 적어도 이동 거리 한 칸은 떨어져있는 
스퀘어를 선택합니다. 그 곳에 소용돌이를 소환합니다. 
소용돌이 스퀘어와 같은 칸, 또는 이동 거리 한 칸 떨어진 
스퀘어에 있는 대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상을 소용돌이 
스퀘어로 옮기고, 2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블랙홀: 소용돌이 스퀘어와 같은 칸, 또는 이동 
거리 한 칸 떨어진 스퀘어에 있는 다른 대상 둘을 선택합니다. 
대상들을 소용돌이 칸으로 옮기고, 각각 1대미지씩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대상 셋은 반드시 서로 달라야 합니다. 단, 그 
대상들의 처음 위치가 서로 같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소용돌이 대포의 효과가 끝날 때는 모두 함께 소용돌이 
스퀘어에 위치한 채로 끝이 납니다. 대상들을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 소용돌이를 만들고, 
대상을 그 곳으로 끌어들여서 쏘기 때문입니다.

헬리온
기본 모드: 자신과 적어도 한 칸은 떨어져 있고,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1대미지를 입힙니다. 그런 다음, 대상을 

포함하여 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1표식씩 남깁니다.

선택 모드 나노 추적기: 자신과 적어도 한 칸은 떨어져 있고,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1대미지를 입힙니다. 그런 다음, 대상을 

포함하여 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2표식씩 남깁니다.

공간 가열기
기본 효과: 자신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볼 수 있는 방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방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힙니다.

동반 효과 코지 파이어: 자신과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 떨어진 

스퀘어를 선택합니다. 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와  

1표식을 남깁니다.

열 추적 미사일
효과: 볼 수 없는 대상 하나를 선택해서 3대미지를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반드시 볼 수 없는 대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적 고정 소총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와 1표식을 

입힙니다.

동반 효과: 볼 수 있는 다른 대상 하나에게 1표식을 남깁니다.

머신 건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 또는 둘에게 각각 1대미지씩 

입힙니다.

동반 효과 포커스 샷: 대미지를 입힌 대상 중 하나에게 추가  

1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삼각대 터렛: : (1) 대미지를 입힌 대상 중 나머지 

하나에게 추가 1대미지를 입힙니다. (2) 그리고, 볼 수 있는 다른 

대상에게 1대미지를 입힙니다. (1)번 효과를 쓰지 않고 (2)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두 가지 동반 효과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반드시 서로 

다른 두 대상에게 대미지를 입혀야 합니다. 시야에 대상이 단 

둘만 있을 경우, 두 가지 동반 효과를 모두 쓰면 각각의 대상에게 

2대미지씩 입히면 됩니다. 기본 효과를 하나의 대상에게만 

사용한 경우여도 삼각대 터렛 동반 효과를 써서 추가 1대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건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글라이드:  스퀘어 1또는 2칸을 움직입니다. 이 효과는 

기본 효과 전이나 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효과 충전샷: 효과와 같은 대상에게 추가 1대미지를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동반 효과 글라이드는 탄약 비용이 없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사격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스퀘어 2칸을 움직여서 대상이 시야에 들어오면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격 전에 1칸, 사격 후에 1칸, 이렇게 나눠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토르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연쇄 반응: 첫 번째 대상이 볼 수 있는 두 번째 

대상에게 1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고압 전류: 두 번째 대상이 볼 수 있는 세 번째 

대상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1을 쓰지 않으면 동반 

효과2를 쓸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카드는 사용자가 효과를 적용하는 순서를 

제한합니다. (대부분의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대상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저격총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3대미지와 1표식을 남깁니다. 

대상은 반드시 자신과 적어도 이동 거리 두 칸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즉, 대상과의 사이에 스퀘어 한 칸의 거리는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2 x 2 크기의 정사각형 방에 있는 경우, 

자신과 인접한 스퀘어에 있는 대상은 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각선 스퀘어에 있는 대상은 쏠 수 있습니다. 문 옆에 있는 

경우, 문 바로 건너편 스퀘어에 있는 대상은 쏠 수 없지만, 

그 방의 다른 스퀘어에 있는 대상은 쏠 수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
기본 모드: 자신과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 떨어진 스퀘어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 거리 한 칸 더 떨어진 스퀘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스퀘어마다 대상을 하나씩 정해서 1대미지씩 입힙니다.

선택 모드 바베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퀘어 두 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2대미지씩, 두 번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이 무기는 자신이 있는 스퀘어에는 대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대상에 대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불꽃이 벽을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문들을 통과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스퀘어 2칸만큼 직선 길이로 내뿜는 불기둥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유탄 발사기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1대미지를 입힙니다. 그런 다음, 대상을 
스퀘어 한 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반 효과 추가 폭탄: 볼 수 있는 스퀘어 한 칸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힙니다. 이 효과는 기본 효과에서 대상을 움직이기 전이나 후,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대상 A를 쏜 다음, A를 다른 대상들이 있는 
스퀘어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를 포함한 모든 대상에게 대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스퀘어에 있는 대상 중 하나 B에게 2대미지를 입히고, 
다른 대상들에게 1대미지씩 입힌 다음, B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따로 
있는 대상 하나에게 1대미지를 입히고, 다른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스퀘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무기의 효과로 
스스로가 대미지를 입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로켓 발사기
기본 효과: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단, 자신과 다른 

스퀘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을 스퀘어 한 칸 움질일 수 있습니다.

동반 효과 로켓 점프: 스퀘어 한 칸 또는 두 칸을 이동합니다. 이 효과는 기본 

효과 전이나 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 효과 미사일 파편: 기본 효과를 적용하는 도중, 대상이 원래 있던 

스퀘어의 모두에게 1대미지씩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기본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로켓 점프를 하면, 사격 대상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새로운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떠나온 곳에 

있는 대상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움직이기 전에 미사일 파편 효과를 

쓰면 대상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모두에게 대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대상은 총 

3의 대미지를 입습니다.

사이버 블레이드
기본 효과: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동반 효과 그림자 스텝: 기본 효과를 적용하기 전이나 후에 스퀘어 1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반 효과 슬라이스 다이스: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다른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이 효과를 사용하기 전이나 후, 아무 때나 그림자 

스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모든 효과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 

스텝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 기본 효과와 슬라이스 다이스를 써서 서로 다른 

대상 둘을 공격할 수있습니다. 대상 하나를 공격하고 이동해서 다른 대상을 

공격할 수 있고, 또는 대상 둘을 공격한 다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일 건
기본 모드: 동서남북 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대상 하나를 선택해서 3 

대미지를 입힙니다.

선택 모드 피어싱: 동서남북 중 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대상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합니다. 대상마다 2대미지씩 입힙니다.

참고하세요: 이 무기의 발사 방향은 직선이며 벽을 무시합니다. 벽을 뚫고 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대상도 쏠 수 있으며, 동서남북 4방향만 가능합니다. 일직선에 있는 대상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피어싱 모드에서는 일직선에 있는 대상 둘에게 

대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대상들이 같은 스퀘어에 있어도 되고, 서로 다른 

스퀘어에 있어도 됩니다.

대형 해머
기본 모드: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선택 모드 분쇄: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3대미지를 입힙니다. 그런 다음 

그 대상을 한 방향으로 스퀘어 0~2칸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을 통과해서 옮길 수 있지만,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샷 건
기본 모드:  자신과 같은 스퀘어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3대미지를 입힙니다. 원한다면 대상을 

한 칸 옮길 수 있습니다.

선택 모드 롱 배럴: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만 

떨어져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충격파
기본 모드:  서로 다른 스퀘어에 있는 대상을 

셋까지 선택합니다. 각 스퀘어는 자신과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만 떨어져있어야 합니다. 

대상들에게 1대미지씩 남깁니다.

선택 모드 쓰나미: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만 

떨어져있는 모든 대상에게 1대미지씩 남깁니다.

파워 글러브
기본 모드: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만 떨어져있는 

스퀘어의 대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스퀘어로 

이동해서 해당 대상에게 1대미지와 2표식을 

남깁니다.

선택 모드 로켓 주먹: 정확히 이동 거리 한 칸만 

떨어져있는 스퀘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스퀘어로 이동해서 그 곳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원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스퀘어 한 칸 더 이동해서 그 곳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2대미지를 입힙니다. 단, 이동할 때는 

일반 이동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로켓 주먹 모드는 직선 방향의 

스퀘어 2칸을 날라서 스퀘어마다 한 명씩 펀치를 

날리는 모양새입니다.

ZX-2
기본 모드:  볼 수 있는 대상 하나에게  

1대미지와 2표식을 남깁니다.

선택 모드 스캐너: 볼 수 있는 대상 셋을 

선택해서 각각 1표식씩 남깁니다.

기억하세요: 대상 셋이 서로 다른 방에 있어도 

됩니다.



파워업 카드

아드레날린 게임 방법 요약

파워업 카드의 용도는 주로 2가지 입니다. 탄약 비용을 지불할 때, 탄약 큐브 대신 같은 색깔의 파워업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파워업 카드는 버립니다. 단, 카드를 탄약 큐브로 교환할 수는 없고, 비용을 지불할 때만 큐브 대신 사용합니다.

파워업 카드는 손에 3장까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한 액션에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해도 됩니다.

게임 준비
게임 보드로 사용할 두 면을 선택해서 붙여 놓습니다. 

자세한 게임 준비는 설명서 2, 3쪽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차례 때 하는 일
1.  파워업 카드 2장을 가져옵니다.

2.  보유할 카드 1장을 고릅니다.

3.  버릴 카드를 공개하고, 그 색깔의 생성 지점에 자기 

피규어를 놓습니다.

차례 진행
1. 액션을 두 번 합니다.

 1)  이동하기

  I.  스퀘어 1~3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물건 집기

  I.  원한다면 1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미지를 입은 후부터 2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II.  자신이 있는 스퀘어의 물건을 집습니다.

   -  탄약을 집으려면 탄약 타일을 집습니다. 

큐브를 개인 보드에 올리고 타일을 버립니다.

    »  파워업 카드를 주는 타일이면 카드도 

받습니다. 손에 든 카드가 3장보다 적어야 

카드를 받습니다.

   -  무기를 집으려면 무기 카드를 집습니다. 

맨 위의 큐브를 뺀 나머지 재장전 비용을 

지불합니다. 카드를 손에 들면 무기가 장전된 

상태입니다.

    »  4번째 무기를 집는 순간, 가지고 있던 

다른 무기 하나를 그 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3)  사격하기

  I.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카드 한 장을 사용합니다. 

(6대미지를 입은 후부터 사격 전에 1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II. 카드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지 얘기합니다.

  III.  효과를 적용하고, 추가 비용이 있는 동반 효과나 

선택 모드를 사용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IV.  사용한 무기는 탄약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

2. 재장선

 1)  탄약이 떨어진 자신의 무기를 원하는 만큼 재장전할 

수 있습니다.

 2)  재장전 비용을 내고 해당 카드를 손으로 가져오면 

다시 무기가 장전된 상태가 됩니다.

3. 킬샷을 맞은 개인 보드를 각각 점수 계산합니다.

 1)  최초 피해: 첫 번째 대미지를 입힌 사람은 1점을 

얻습니다.

 2)  대미지를 입힌 사람들은 양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I.  대미지를 입힌 사람들은 양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II.  동률인 경우 먼저 대미지를 입힌 사람이 

우위입니다.

  III. 처음에는 점수가 8, 6, 4, 2점입니다.

  IV.  킬샷을 당할때마다 보드에 해골이 놓여서,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줄어듭니다.

 3)  킬샷 토큰을 킬샷 트랙으로 옮깁니다.

 4)  오버킬이 있으면 오버킬 토큰도 킬샷 트랙으로 

옮깁니다. 오버킬을 한 사람에게 표식 하나를 

줍니다.

 5)  킬샷 트랙에서 해골을 가져와서 개인 보드에 

남아있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립니다.

 6) 재생성 과정:

  I. 파워업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II.  파워업 카드 중 한 장을 버립니다.

  III. 그 색깔의 생성 지점에서 재생성됩니다.

마지막 승부
1.  킬샷 트랙에서 마지막 해골이 치워지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2.  대미지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 보드를 뒷면으로 

뒤집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미지 

점수가 최저점이 됩니다.

3.  마지막 승부를 촉발시킨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한 

번씩 차례를 진행합니다. 각자 액션 타일을 마지막 승부 

쪽으로 뒤집습니다. 

 1)  순서가 시작 플레이어 전의 사람이면 다음 액션 중 

두 번을 합니다.

  I. 스퀘어 4칸을 이동합니다.

  II.  스퀘어 2 칸까지 이동해서 물건을 집습니다.

  III.  스퀘어 1칸까지 이동해서 재장전하고 

사격합니다.

 2)  시작 플레이어 또는 순서가 시작 플레이어 후의 

사람이면 다음의 액션 중 한 번을 합니다.

  I.  스퀘어 3칸까지 이동해서 물건을 집습니다.

  II.  또는 스퀘어 2칸까지 이동해서 재장전하고 

사격합니다.

4.   마지막 승부 도중 킬샷을 당한 사람은 점수 계산을 한 

다음 개인 보드를 2-1-1-1쪽으로 뒤집습니다.

최종 점수 계산
1.  대미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개인 보드를 계산합니다.

2.  킬샷 트랙의 대미지 토큰을 개인 보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d.

3.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4.  동률인 경우 킬샷 트랙에서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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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대상에게 대미지를 입힐 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깔 관계없이 탄약 큐브 1
개를 버리고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로 1
대미지를 입힙니다. 표식만 남긴 경우에는 이 

카드로 대미지를 입힐 수 없습니다.

자기 차례에 액션을 하기 전이나 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규어 하나를 
선택해서 한 방향으로 스퀘어 1칸 또는 2칸을 
옮깁니다. 단, 자기 차례를 끝낸 다음 재생성한 

상대의 피규어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상대에게 
대미지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미지를 준 
상대에게 1 표식을 남깁니다.

자기 차례에 액션을 하기 전이나 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규어를 아무 곳이나 
원하는 스퀘어로 옮깁니다. 단, 자기 차례를 끝낸 
다음, 재생성한 상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후에 이 카드를 쓸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