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
규칙서규칙서는 여러분이 스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기본 규칙에 익숙하다고 가정하고, ‘격전의 아제로스’ 
변형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게임을 처음 

한다면 먼저 기본 규칙으로 몇 번 게임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플레이어들은 호드와 얼라이언스로 
팀을 나누어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물론, 중립 종족으로서  

두 진영의 갈등을 잘 이용해 아제로스의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죠.  
이 변형 규칙은 일반적으로 4~5명 플레이에 적합하지만, 2~3명 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명스몰 월드 워크래프트의 팀전 변형 규칙                 

얼라이언스 호드

플레이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든 플레이어를 2개 또는 3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 2명 플레이: 얼라이언스 1명, 호드 1명

◆ 3명 플레이: 얼라이언스 1명, 호드 1명, 중립 1명

◆ 4명 플레이: 얼라이언스 2명, 호드 2명

◆ 5명 플레이: 얼라이언스 2명, 호드 2명, 중립 1명

플레이어들은 원하는 진영을 선택한 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앉습니다. 
(이 순서는 게임 진행 순서와도 동일합니다.)

◆ 얼라이언스 - 호드 - 중립 - 얼라이언스 - 호드

같은 진영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동맹 관계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을 정복하거나 승점을 얻는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각자의 승점은 비공개지만, 동맹 세력에게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동맹 세력을 공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말이지요. 

게임 준비게임 준비
게임 준비 과정은 아래 규칙을 제외하면 스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모든 종족 타일을 진영에 따라 세 더미로 나눕니다. (호드, 얼라이언스,  

중립) 2명 또는 4명 게임이라면, 중립 진영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자에 되돌려 놓습니다.

각 더미를 잘 섞은 뒤, 호드와 얼라이언스 진영에서 각각 타일을  
3장씩 뽑아 세로줄로 펼쳐 놓습니다. 남은 타일 더미는 세로줄 
아래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중립 진영을 사용하는 경우, 중립 종족 타일 4개를 모두 섞어 
세로줄로 펼쳐 놓습니다. (중립 진영은 더미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특수 능력 타일을 잘 섞고, 종족 타일의 가로줄 맨 왼쪽에 하나씩  
총 4개를 세로로 펼칩니다. 나머지 타일은 앞면이 보이도록 세로줄 

아래쪽에 더미를 만들어둡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특수 타일 4개와 각 진영의 종족 타일이 
4개씩 보일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세요.) 

종족과 특수 능력 조합 고르기종족과 특수 능력 조합 고르기
격전의 아제로스 규칙에서는, 종족과 특수 능력 조합을 고르는 
방법이 기본 규칙과 약간 다릅니다.

◆ 종족을 고를 때는, 반드시 자기 진영의 종족을 골라야 합니다.

◆ 고른 종족은 반드시 같은 가로줄에 있는 특수 능력과 
조합됩니다.

◆ 종족 타일을 가져가기 위해 승점을 지불할 때는, 기본 규칙과는 
다르게 다른 타일 위에 승점을 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승점 
토큰을 공급처에 되돌립니다.

◆ 종족과 특수 능력 조합을 골랐다면, 해당 세로줄 2개의 빈칸 
아랫부분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 빈칸을 채웁니다. 끌어올릴 
타일이 없다면, 빈칸은 그대로 둡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규칙과는 달리 누군가 종족을 고르면 항상 
모든 종족과 특수 타일의 조합이 바뀌게 됩니다.

◆ 어떤 종족 타일이 버려진다면, 해당 진영의 더미 맨 아래 
놓습니다. 해당 진영의 종족 타일이 세로줄에 3개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빈칸 중 가장 위쪽에 놓습니다.

위 내용을 제외한 다른 규칙은 스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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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어 1 = 51점 ✔	플레이어 4 = 88점 

    중립 ➤ 플레이어 3 = 67점 ✔

➤ 플레이어 2 = 79점      플레이어 5 = 72점 ✔

호드 진영이 72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점수 예시

다음으로 호드 플레이어가 종족을 고를 차례입니다. 
특수 능력 타일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격노한 오크’는 ‘위협하는 오크’가 되었으며,  
‘위협하는 포세이큰’은 ‘항해사 포세이큰’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얼라이언스 플레이어는 ‘격노한 인간’
 조합을 가져온 뒤 승점 1점을 공급처에 되돌립니다.

얼라이언스 종족 타일과 특수 능력 타일을  
한 칸씩 위로 올려 빈칸을 채웁니다.

가지고 있던 인간 종족 타일을 앞면으로 뒤집고, 
얼라이언스 세로줄 빈칸 맨 위에 놓습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얼라이언스 플레이어는 
나이트 엘프를 몰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이미 인간 종족을 몰락시켰으므로 
가지고 있던 인간 종족 타일을 버려야 합니다.

Distributed by Mandoo Games. 2020

기본 규칙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인원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의 
라운드를 진행하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 후, 각자 자기 승점 
토큰을 공개하고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 2~3명 게임이라면, 자기 승점이 곧 자기 진영의 점수가 됩니다.

◆ 4~5명 게임이라면, 호드와 얼라이언스 진영의 점수는 두 명의 
플레이어 중 승점이 낮은 플레이어의 점수가 됩니다. 중립 진영 
플레이어는 혼자이므로, 자기 승점이 곧 자기 진영의 점수가 됩니다.

승점이 가장 높은 진영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동점인 
진영의 플레이어 각각의 점수를 비교해 가장 높은 점수를 

확보한 플레이어가 있는 진영이 승리합니다. 여전히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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