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비사이드 프로모 캐릭터
본 설명은 2018년 좀비사이드 한글판 선주문과 함께 증정된 프로모 3종 캐릭터의 능력 키워드 중에서  

설명서 18~19페이지의 '#9 기술' 항목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술들만 설명합니다.

아드리아나 -좀비상태 

공세 : 당신의 생존자가 한 구역의 마지막 좀비를 처치했다면, 추가로 이동 행동 1번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 : 이 생존자가 사용하는 근접무기는 3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드리아나 
구조 : 차례 중 한 번, 행동 소모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당신의 생존자로부터 거리 1 이내의 구역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아군 생존자는 당신의 생존자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이 아닙니다. 
생존자의 주인 플레이어가 원할 경우 구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두 구역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케이트, 벽을 통과해서 구조될 
수 없습니다.) 차량 안에 있는 생존자는 이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차량 안에 있는 생존자를 끌어낼 수 도 없습니다. 

단호함: 원거리 공격이나 차량 공격을 할 경우 아군 피규어들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을 몰살시키는 방식의 공격(예:화염병)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사나 
피 끓는 충동:전투 : 1 행동을 써서 2칸 거리내의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목적지 구역에는 좀비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 곳에서 
전투 행동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로프 타기 : 헬리콥터에서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건물 안은 제외) 다른 확장에서 사용되는 기술

재장전 : 재장전을 행동 소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 : 전투 후 한 마리 이상의 좀비를 죽였다면 행동 소모 없이 즉시 이동 행동을 합니다. 이때 생존자와 같은 칸에 다른 좀비들이 있다해도 추가 
행동 소모가 없습니다.

옥사나 -좀비상태
좀비의 고리 : 좀비 카드를 뽑았을 때 추가 활성화 카드가 나왔을 경우 이 생존자는 추가 행동을 합니다. 이때 좀비의 추가 활성화 전에 추가 

행동을 진행합니다. 여러 생존자가 이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 합의하에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직격 : 원거리 무기로 사거리 0지점을 공격할 때, 생존자는 공격 대상을 자유로이 정합니다. 이때 특정 좀비를 죽이기 위한 충분한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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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기: 차례 중 한 번, 행동 소모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당신의 생존자로부터 거리 1인 구역 하나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생존자와 같은 구역에 있는 모든 좀비들을 선택한 구역으로 옮깁니다. 이는 이동이 

아닙니다. 두 구역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케이트, 벽을 통과해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안에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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