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i cksta rte r e di t i o n 1-2명 · 15분 · 10세 이상
게임 디자인 YOSHIYUKI ARAI & EVAN SONG · 아트웍 YANN TISSERON
피에 굶주린 오크들은 그들이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 세계의 자유국가들은, 그들의 맹공격에 하나씩 쓰러져 갔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끝이라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겐 이제 시작일 뿐이다.
판타지 디펜스는 솔로 또는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디펜스 카드게임입니다.
한정된 유닛과 마법을 운용하여 당신의 성벽을 둘러싼 적들을 물리치세요.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 할 때마다 도시의 사기는 감소하고, 종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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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기 보드 & 트래커

솔로 모드
Ⅰ. 게임 준비
협동 모드용 (“2P”) 오크 카드와 성벽 타일을 게임 박스로 되돌려 놓습니다.
1. 남은 7개의 성벽 타일을 잘 섞은 뒤, 그림과 같이 일렬로 놓습니다.
2. 오크 카드를 같은 뒷면을 가진 3개의 더미로 나누고 각각을 잘 섞습니다. 그 후, 그림과 같은
순서로 쌓아 하나의 오크덱을 만듭니다. 오크 덱은 위에서 부터, 모든 파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
중 1장, 모든 빨간색 카드, 남은 노란색 카드 1장으로 구성됩니다.
3. 도시 사기 보드를 성벽 타일 옆에 놓고, 트래커를 사기 보드의 20에 놓습니다.
4. 인간과 엘프 중 어느 종족으로 플레이 할 지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종족은 박스에 넣어
둡니다.
5. 3장의 시작 카드를 앞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시작 카드는 뒷면의 색이 다릅니다).
남은 카드는 잘 섞어, 캐릭터 덱으로 만들어 둡니다.
6. 시작 캐릭터 카드 1장을 손에 들고,
2
캐릭터 덱에서 추가로 4장의 카드를
더 뽑아 시작 핸드를 구성합니다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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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종족으로 시작한
솔로 모드 준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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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게임 진행
매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침략(새로운 오크의 등장 및 배치)
2. 전략(아군 캐릭터의 배치 및 이동)
3. 전투(오크가 배치된 각 성벽마다 전투 처리)
4. 증원(새로운 캐릭터 카드 뽑기)

1. 침략 단계
오크 덱에서 3장의 오크 카드를 한 장씩 공개하여, 차례대로 성벽에 배치합니다.
• 오크 카드에 표시된 배치 방향에
에 따라 비어있는 성벽 중 가장 왼쪽 혹은 오른쪽 성벽에 배치합
니다.
• 만약 모든 성벽에 오크 카드가 배치되어 있다면, 이번 라운드에는 더이상 오크 카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만약 “침입자” 효과를 가진 오크 카드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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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되면, 즉시 핸드에 있는 캐릭터 카드 중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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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단계
그림과 같이 핸드에 있는
캐릭터 카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성벽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는
해당 캐릭터 카드를
배치할 때 한 번,
즉시 적용합니다.

지속 효과는
해당 캐릭터 카드가 배치되어
있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캐릭터 카드는(이번 라운드에 배치한 캐릭터 카드도 포함)
한 라운드에 한 번, 인접한 성벽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캐릭터 카드는 살짝 옆
으로 돌려놓아, 이미 이동했다는 것을 표시해둡니다(전략 단계가 끝나면 다시 정위치로 놓습니다).
• 양끝 성벽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 전략 단계 종료 시, 핸드의 카드는 2장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초과된 카드는 배치하세요!

주문 카드
주문 카드는 캐릭터 덱에 포함되지 않으며, 게임을 시작할 때 자기 앞에 앞면으로 펼쳐둡니다.
시작 캐릭터 카드는 일반 캐릭터 카드처럼 플레이하는 반면, 주문 카드는 모두 일회용으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게임 중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카드는 전략 단계동안 언
제든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뒤집어 둡니다. 또한, 주문 카드는 핸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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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투 단계
전투는 오크 카드가 배치되어있는 성벽에서만 일어나며, 원하는 순서대로 한 성벽씩 골라 차례대
로 전투를 실행합니다. 전투 결과는 그 성벽에 배치되어있는 오크 카드의 전투력과 캐릭터 카드의
공격력 총합(성벽의 기본 공격력도 포함)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A. 캐릭터 카드의 공격력 총합이 오크 카드의 전투력 이상이라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오크 카드를 버립니다.
B. 캐릭터 카드의 공격력 총합이 오크 카드의 전투력 미만이라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오크 카드에 표시된 피해량의 절반만큼, 도시의 사기를 떨어트립니다(소수점 올림).
C. 캐릭터 카드가 한 장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오크는 마음껏 도시를 약탈합니다.
오크 카드의 피해량만큼, 도시의 사기를 떨어트립니다.

A

b

c

24> 22

13< 21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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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든 지든, 전투 후 항상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전투가 일어난 모든 성벽에서 캐릭터 카드를 1장 골라 버립니다.
참고 : 캐릭터 카드가 배치되어있지 않았던 성벽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증원 단계
캐릭터 덱에서 5장의 캐릭터 카드를 뽑습니다. 만약, 캐릭터 덱이 바닥
났다면, 게임은 계속되지만 더이상 캐릭터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때입니다!

Ⅲ. 게임 종료
오크 덱과 성벽에 배치된 모든 오크를 처치하면 즉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시의 사기가 0이되면 즉시 패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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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효과 설명
오크들
보스 전용 효과
권위의 오라(지속)
보스 카드는 모든 주문과 캐릭터 효과에 면역입
니다. 보스 카드에는 두 개의 공격력이 표기되
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보스 카드의 공
격력은 낮은 수이며, 두 번째로 등장한 보스 카
드의 공격력은 높은 수입니다.

침입자(즉시)
이 효과를 가진 오크 카드가 공개되면, 핸드의
캐릭터 카드 중 1장을 골라 버려야 합니다.
협동 모드에서는 이 효과를 가진 오크 카드가
배치된 플레이어만 버립니다. 하지만 협동모드
전용 보스 카드가 공개되면 두 플레이어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인간 종족

전쟁늑대(지속)
X=이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 이 카드와
그림이 같은 카드의 수(이 카드 포함).

고위 마법사(즉시)
이미 사용한 주문 카드 중 1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합니다.
(하지만, ‘정령의 부름’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보초병(즉시)
캐릭터 덱에서 카드를 1장 뽑습니다.

대마법사(지속)
X=현재 내 성벽에 배치된 오크 카드
의 수.

그리폰(즉시)
성벽을 하나 골라 그 성벽에 있는 캐
릭터 카드를 원하는 만큼 이 카드가
있는 성벽으로 이동시킵니다.

영혼 폭풍(주문)
22이하의 전투력을 가진 오크 카드
1장을 즉시 처치합니다.

견습 마법사(즉시)
이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 오크 카드
1장을 오크 덱의 가장 위로 되돌립
니다.

거대 보호막(주문)
성벽 한 곳을 골라 이번 라운드의 전투
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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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 종족
픽시(지속)
이번 라운드 동안 이 성벽에 배치된
오크 카드 전투력의 일의 자리를 0으
로 만듭니다. 예: 17 --> 10

엘프 여왕(즉시)
캐릭터 덱을 모두 보고, 캐릭터 카드
를 1장 골라 핸드로 가져옵니다. 그
후, 덱은 다시 섞어둡니다.

엘프 보초(즉시)
캐릭터 덱에서 카드를 1장 뽑습니다.

엘프 영웅(지속)
한 라운드에 한 번, 이 카드는 전투를
치룬 뒤 인접한 성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에 두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엘프 주술사(즉시)
버려진 캐릭터 카드 중 1장을 골라 캐
릭터 덱의 가장 아래로 넣습니다.

드루이드(지속)
이 카드는 전투를 치루면 반드시 이
카드가 부상을 당합니다.

엘프 선봉대(즉시)
배치되어있는 캐릭터 카드 중 1장을
골라 이 성벽으로 이동시킵니다.

정령의 불꽃(주문)
이번 라운드 동안, 오크 카드 1장의
전투력을 절반으로 감소시킵니다(소
수점 올림). 예: 23 --> 12

엘프 명사수(즉시)
이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 오크 카드의
전투력이 20이하라면, 그 오크 카드
를 즉시 처치합니다.

정령의 부름(주문)
성벽에 배치되어있는 캐릭터 카드를
2장까지 골라 다시 핸드로 가져옵니다.

크레딧
오리지널 게임 디자인:
Yoshiyuki Arai “삼국지 디펜스”
에디션 게임 개발: Evan Song
아트웍: Yann Tisseron

아트 디렉팅 & 그래픽 디자인: Vincent Dutrait, Agsty
테스트 & 에디팅: Sweet Lemon Publishing
프로듀싱: Kevin Kichan Kim
2017 Mandoo Gam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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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의: help@mandoogames.com

협동 모드

전투 단계

전반적으로 솔로 모드의 게임 규칙과 동일하나
일부 규칙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게임 준비
모든 협동 모드용 오크 카드와
성벽 타일을 추가하고, 대신 솔로 모드
전용 보스 카드는 게임 박스로 되돌려 놓습니다.
1. 12개의 성벽 타일을 잘 섞고, 그림과 같이 서
로 마주보도록 6개씩 일렬로 놓습니다.
2.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 할 종족을 고릅니다.
3.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참고: 두 플레이어가 도시의 사기를 함께 사
용합니다.

1. 보스 카드는 양 성벽에 배치되어있는 두 플
레이어의 공격력 총합을 더하여 동시에 전투
합니다.
참고: 보스 카드가 배치되어있는 성벽에서는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의 사기 감소와 부상자
가 발생합니다.

증원 단계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시작 플레이어가
바뀝니다.

침략 단계
1. 5장의 오크 카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오
크 카드는 시작 플레이어의 성벽에, 두 번째
오크 카드는 다음 플레이어의 성벽에 배치합
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5장을
모두 배치합니다.
2. 보스 카드는 그림 1 과 같이 두 플레이어의
사이에 배치됩니다.

전략 단계
1. 전략 단계동안, 핸드에 있는 캐릭터 카드 1장
을 아군 플레이어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핸드의 캐릭터 카드는 오직 내 성벽에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문은 내 성벽뿐 아니라 모든 캐릭터,
모든 오크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 모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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