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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은 인류를 뛰어넘는 권능과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신들 역시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들이 위대한 태양처럼 세계를 주름잡거나, 죽은 

이들의 영역을 지배하거나, 제왕에게 걸맞은 위엄을 드러내며 모든 고양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 신들과 악마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온 

우주를 지배할 만한 단 하나의 존재에게 조력하는 것만이 본인들의 생존을 

가늠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는 추종자들의 일이 아닐뿐더러, 이들의 본분은 

그다지 중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변덕과 우주의 흐름은, 웅장한 

기념물 이나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군단을 보유하지 않은 하급 신들과 악마들을 

생존시켰습니다. 그것이 신이 존재하는 본질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신들을 위해, 수호자들은 신들의 웅장함을 가중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실한 추종자들을 보호하며, 자신의 재능으로 신들의 명성을 

드높입니다. 위대한 이를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종결이 걸린 전쟁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참된 길이었습니다.

 마프데트  

당신이 ‘홍수’ 전투 카드를 공개했을 때 당신의 마프데트가 그 지역 
어딘가에 있다면, 당신이 ‘홍수’ 전투 카드로부터 일반적으로 획득 
하는 추종자 개수의 2배만큼 추종자를 획득합니다. 그 지역에 당신의 
마프데트가 2개 있었다면, 추종자를 2배가 아닌 4배만큼 획득합니다.

 암미트  

암미트는 물(파란색 칸)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는 물에서 이동을 
종료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그 외 피규어 소환 제약을 따른다면 
(즉, 당신의 기념물이나 피규어 중 하나에 인접해야 하는 규칙) 암미트를 
물에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이동 행동 동안 암미트가 물에서 
이동을 종료하면, 암미트는 인접한 상대 피규어 1개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상대 피규어를 처치할 수 있다면).

참고: 물은 그 칸에 인접한 모든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은 
그 칸을 둘러싼 모든 칸에 인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암헤  

피규어 이동 행동 동안 암헤가 
이동을 종료한 직후, 당신은 암헤와 
인접한 각 상대 피규어들을 1칸 
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피규어를 다른 피규어가 
점유하고 있는 칸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을 점유할 수 
있는 피규어만 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즉, 아펩은 물로 이동시킬 
수 없으나, 암미트는 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주주  
파주주가 2개 이상의 기념물(누가 점령하고 있든 관계없이)에 인접해 
있는 동안, 파주주의 전투력이 +2가 됩니다.

 쉐즈무  

상대 수호자들은 쉐즈무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상대 수호자들은 이 지역의 어떤 칸(물 포함)에도 소환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쉐즈무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쉐즈무가 어떤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이미 있었던 
상대 수호자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바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쉐즈무와 같은 지역에 있는 상대 수호자들의 전투력과 능력은 
해당 지역에 있는 동안 모두 무효화됩니다. 쉐즈무가 있는 지역의 물 
을 점유한 상대 수호자는, 그 능력이 무효화되었지만 그 칸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수호자들이 참여한 어떤 전투에서라도 그 
능력과 전투력이 무효화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동 
종료 시 발동되는 능력을 가진 상대 수호자(사티스, 암헤, 암미트)
는, 쉐즈무가 있는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더라도 그 지역 바깥에서 
이동을 종료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