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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크: 이집트의 신들은 다신론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대 이집트 신화를 그린, 2명부터 5명까지의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는 
경쟁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고대 이집트 신 하나를 맡아서, 헌신을 모으며 이집트의 
유일신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신을 기리는 기념물을 세우고, 
왕국에 대한 우세를 점하기 위해 다른 신들과 분쟁하며 헌신을 획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종자를 모으고, 추종자를 희생시켜 기념물을 
세우거나 신의 앙크 권능을 해방시켜 나가야합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념물들은 다양한 신들과 연결되며, 신화 
속 수호자들이 분쟁에 참여하며, 이집트 지역들은 낙타 카라반으로 인해 
재분할되고, 두 명의 신이 새로운 신적 존재로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신만이 이집트의 유일신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앙크 공식 홈페이지

FAQ, 동영상, 규칙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MFACTORY.COM/an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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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고대 인류는 거대한 나일강을 따라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나일강의 축복을 받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인류가 번영하면서 신들 역시도 번영합니다. 인류는 기념비를 세우고 
제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결과로, 신들은 인류에게 지식과 도구, 

그리고 부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신들 가운데에서도 우열 관계는 존재했습니다.

신들이 지속적인 헌신을 받으면, 그러한 신들은 더 위대해지고, 
강력해지며,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런 신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간단한 손놀림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반면,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신들은 말라가고, 
그 발걸음이 흔들리며, 그 권능은 쇠약해져 갑니다.

신들은 단 한 번도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를 위협받는 이집트의 위대한 신들은 

이제 권능과 추종자를 함께 모아 전쟁으로 향합니다.

종국에 모래가 가라앉고, 피가 마르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 새로운 유일신 시대에는 
단 하나의 신만이 그 진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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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물

사티스 3개

미라 3개

고양이 미라 3개

안드로스핑크스 2개

아펩 2개

거대 전갈 2개

낙타 30개

오시리스 신 1개 오시리스 
전사 6개

아문 신 1개 아문 
전사 6개

아누비스 신 1개 아누비스 
전사 6개

소형 베이스 10개
(신마다 2개씩)

대형 베이스 10개
(신마다 2개씩)

이시스 신 1개 이시스 
전사 6개

라 신 1개 라 
전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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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보드판 1개

중앙 대시보드 
1개

신 대시보드 5개

결합 신 대시보드 5개

헌신 대시보드 1개

플레이어 요약 카드 5장 전투 카드 35장 
(신마다 7장씩)



6

앙
  크

 -
 이

 집
 트

 의
   

신
 들

수호자 참조 카드 6장

신전 토큰 10개

태양 토큰 3개

지하세계 토큰 3개

아문 토큰 1개

피라미드 토큰 10개

앙크 토큰 75개
(신마다 15개씩)

전투 동률 우위 토큰 1개

분쟁 순서 토큰 8개

플라스틱 행동 마커 
베이스 4개

행동 마커 4개

규칙서 1부

오벨리스크 토큰 10개

추종자 토큰 70개

시나리오 책자 
1부

플라스틱 
이벤트 마커 1개

도시 토큰 2개

플라스틱 앙크 토큰 5개
(신마다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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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게임 보드판 

앙크: 이집트의 신들 의 게임 보드판은 고대 이집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일 강은 이집트를 가로지르며, 나일 삼각주, 
동이집트, 서이집트의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게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및 일부 게임 시나리오 설정에서는 낙타 카라반 배치를 통해 
지역을 두 개 이상의 작은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들 
간의 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임 보드판 각각의 지역은 육각형 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각형 
칸 하나는 대부분 목초지(초록색)이거나, 사막(노란색)입니다. 칸은 한 
번에 1개의 피규어, 혹은 1개의 기념물만 점유할 수 있으며, 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칸은 물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는 물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물은 그 칸과 인접한 모든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변 모든 칸에 인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은 지역을 나누는 용도로 
물이 아닙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집트의 유일신이 되기 위한 
분쟁이 도처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Nile Delta 
Region

West Egypt 
Region

East Egypt 
Region

강

목초지

사막

물

지도 
외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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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접  

피규어나 기념물이 칸의 한 경계면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 이 둘은 인접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강이나 낙타로 나뉘어 
있는 칸은 인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인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규어   

이집트의 각 신은 대형 피규어로 표현되며, 신마다 전사 무리를 
대동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은 수호자라고 불리는 
신화적 존재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피규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자의 신 대시보드 옆에 더미를 만들어 보관해 두세요.
 
각 피규어의 기본 전투력은 1입니다. 하지만 개별 수호자 능력, 신의 
능력, 앙크 권능으로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 이집트의 신들은 강력한 불멸의 존재이며, 고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은 절대 처치되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에서 모든 피규어를 
처치하라고 지시하더라도 신 피규어는 예외로 간주합니다.

전사: 각 신은 6개의 전사로 구성된 전용 군대를 이끕니다. 이 전사들은 
전략적 영역들을 점령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호자: 이 게임에는 권능을 행사하는 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전설적 
창조물들과 하급 신들이 존재합니다. 각 수호자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통해 이 수호자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18페이지 참고).

낙타 카라반은 게임 보드판의 지역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낙타는 
플라스틱 피규어로 되어 있지만 게임 규칙 상 피규어로 간주하지 않으며, 
어느 플레이어도 낙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기념물   

이집트 신은 그 권능을 기념물로부터 얻어냅니다. 기념물을 점령하면 
더 많은 추종자가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기념물은 또한 신의 권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기념물은 오벨리스크, 신전, 
피라미드의 총 세 종류로 나뉩니다. 기념물에 어떤 신의 앙크 토큰이 놓여 
있다면 그 신이 해당 기념물을 점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기념물은 한 
번에 하나의 신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앙크 토큰이 없는 기념물은 중립 
기념물로 간주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앙크 토큰을 사용해서 
어떤 기념물을 점령하고 있는지 표시합니다.

예시: 이 전사는 피라미드에 인접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거대 
전갈에는 인접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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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대시보드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보드판에서 피규어를 이동시켜서 
주요 영토를 점령하거나, 전사와 수호자를 소환해서 상대와 전투를 
벌이거나, 새로운 추종자들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앙크 권능을 해방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차례를 갖습니다. 중앙 대시보드의 위쪽에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동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들은 각 행동 마커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 마커를 해당 트랙을 따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14페이지에서 이 행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마커가 해당 행동 트랙의 마지막 칸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참고: 게임 시작 시, 각 행동 마커의 시작 지점은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인 게임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행동 마커를 
“3”칸에 놓습니다. 행동 마커가 해당 행동 트랙의 마지막 칸에 도달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며, 행동 마커는 플레이어 인원수에 해당하는 
시작 지점으로 되돌립니다.
조언: 사용하지 않은 신의 앙크 토큰을 사용해서 시작 지점 바로 왼쪽 
칸을 각각 가려 놓으면 되돌리는 칸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벤트 트랙도 중앙 대시보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 트랙은 
게임의 연표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플레이어가 선택한 행동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이벤트 마커를 이벤트 트랙을 따라 한 칸 전진 
시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19페이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마커 시작 지점
(5인, 4인, 3인, 2인 

게임 시)

기념물 점령 이벤트

분쟁 이벤트

낙타 카라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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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대시보드   

이집트의 모든 신은 고유의 신성이 묘사된 대시보드를 갖습니다. 
신에게는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신 능력이 주어 
집니다. 게임이 진행되며 신들이 새로운 추종자를 획득함에 따라,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앙크 권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12가지 종류의 앙크 권능이 있으며, 이는 3개의 레벨로 나뉘고 그에 따라 
신 대시보드에 3개의 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은 각 열마다 최대 2
개까지의 앙크 권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1레벨 권능 2개 / 2레벨 권능 
2개 / 3레벨 권능 2개). 앙크 권능을 해방하여 전설적인 수호자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참고).

해방된 앙크 권능 해방되지 않은 앙크 권능

신 능력 수호자 기호 앙크 권능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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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신   

헌신은 이집트인들이 신을 얼마나 숭배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각 신의 헌신 레벨은 헌신 대시보드에 앙크 토큰으로 표시합니다. 
게임 시작 시 앙크 토큰을 헌신 트랙 가장 아래에 놓습니다(빨간색 칸 
중 가장 아래 칸). 헌신을 획득하면 앙크 토큰을 헌신 트랙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떤 신이 헌신 트랙의 맨 위 칸에 도달하면, 그 신이 
게임에서 즉시 승리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신이 4차 분쟁 이벤트 
종료 전까지 빨간색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신은 영영 잊히며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헌신 트랙의 같은 칸에 여러 개의 앙크 토큰이 
쌓여 있다면, 상대적으로 위에 놓인 앙크 토큰이 
더 우위를 점합니다. 즉, 가장 위에 놓인 앙크  
토큰이 그중 가장 높은 헌신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며, 가장 아래에 놓인 앙크 토큰은 그중 
가장 낮은 헌신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른 

앙크 토큰이 있는 칸에 앙크 토큰을 놓을 때는, 앙크 토큰 더미 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중요: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헌신을 획득하거나 잃을 때는, 가장 
낮은 헌신을 가진 플레이어부터 오름차순으로 처리합니다.

  전투 카드   

각 플레이어는 7장으로 구성된 고유의 전투 카드 더미를 사용합니다. 
전투 카드는 분쟁 이벤트에 사용하며, 전투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에게 
전투력 보너스와 특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사용한 전투 
카드를 자동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용한 전투 카드는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앞면으로 놓아 둡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투력 
보너스

카드 제목

효과



12

앙
  크

 -
 이

 집
 트

 의
   

신
 들

• 각 플레이어는 이집트의 위대한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신에 
해당하는 다음 구성물을 가져옵니다:

	➤ 신 피규어
	➤ 전사 피규어 6개
	➤ 신 대시보드
	➤ 결합 신 대시보드
	➤ 앙크 토큰
	➤ 7장으로 구성된 전투 카드 묶음
	➤ 플레이어 요약 카드
	➤ 라 신을 선택했다면: 태양 토큰 3개
오시리스 신을 선택했다면: 지하세계 토큰 3개
아문 신을 선택했다면: 아문 토큰 1개 

• 각 플레이어는 추종자 토큰을 1개씩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용 공급처를 만들어서 
남은 추종자 토큰을 놓아 둡니다.

중요: 추종자 토큰은 제한이 없습니다. 추종자 구성물이 모두 떨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구성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1. 플레이어들은 각자 앙크 토큰 6개를 신 대시보드의 해방되지 않은 
앙크 권능 아래, 맨 아래 칸에 놓습니다. 게임 보드 가까운 곳에 남은 
앙크 토큰들을 더미로 모아 둡니다. 

게임 준비

1

1

3

310 

11 9 
7 

6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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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로 선 플레이어를 정합니다(혹은 고양이를 가장 많이 키우는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순서를 정합니다.

•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플레이어 순서 반대 방향으로, 각자 앙크 토큰을 
헌신 트랙 맨 아래 칸에 쌓아 놓습니다. 즉, 선 플레이어의 앙크 토큰이 
맨 위에 있어야 하며, 가장 높은 헌신을 가진 채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 
• 

• 중앙 대시보드의 플레이어 인원수에 맞는 행동 트랙 시작 지점 각각에 
행동 마커 1개씩을 놓습니다(총 4개).

• 

• 이벤트 트랙의 첫 번째 칸에 이벤트 마커를 놓습니다.

• 시나리오 책자에서 시나리오 하나를 선택합니다(모든 플레이어들의 
동의 하에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플레이 가능한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시나리오가 현재 플레이어 인원수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한 시나리오 준비 그림에 따라 보드판에 기념물(피라미드, 신전, 
오벨리스크), 분쟁 순서 토큰, 낙타를 놓습니다(시나리오에 따라 
낙타를 놓을 수도 있고,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념물, 분쟁 
순서 토큰, 전투 동률 우위 토큰, 낙타는 공용 공급처에 놓습니다.   
 

참고: 분쟁 순서 토큰은 보드판의 특정 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 
순서 토큰이 놓인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 선택한 시나리오 준비 그림에 따라 보드판에 플레이어의 피규어를 
놓고, 자신이 점령한 기념물에 앙크 토큰을 놓습니다. 선 플레이어가 
시나리오 준비 상 #1 플레이어에 해당하고, 그 왼쪽 플레이어가 #2 
플레이어에 해당하며, 나머지 플레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1레벨 수호자 카드 1장, 2레벨 수호자 카드 1장, 3레벨 수호자 카드 
1장을 선택해서(모든 플레이어의 동의 하에 선택하거나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게임 보드판 근처에 놓습니다. 그 후, 수호자 피규어를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라 수호자 카드 옆에 놓습니다.:

	➤ 2인 게임: 각 종류마다 수호자 피규어 1개씩 사용
	➤ 3인 게임: 각 종류마다 수호자 피규어 2개씩 사용
	➤ 4~5인 게임: 각 종류마다 수호자 피규어 모두 사용(소형 
베이스 를 사용하는 수호자 3개, 대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수호자 2개)

• 시나리오 책자에 따라 게임 준비 추가 규칙을 따릅니다. 

이제 플레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게임 승리

이집트의 유일신이 되어 게임을 승리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어느 한 플레이어의 앙크 토큰이 헌신 트랙 맨 위 칸에 도달하면, 
그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합니다.
	➤ 4차 분쟁 이벤트 직후 한 플레이어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합니다(이 단계에서 남은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다면 무승부 상태로 게임이 종료되며, 이집트는 무신론 
국가가 됩니다).
	➤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이벤트 트랙에서 
마지막 이벤트를 해결한 뒤 가장 많은 헌신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 플레이

앙크는 여러 차례를 거쳐 진행됩니다. 플레이어의 차례에 1개 혹은 2
개의 행동을 합니다. 간혹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인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행동과 이벤트(발생한 이벤트가 있다면)
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현재 플레이어의 차례가 종료되며 시계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를 갖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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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 피규어 이동
 • 피규어 소환
 • 추종자 획득
 • 앙크 권능 해방

각 행동은 중앙 대시보드에 트랙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행동 트랙을 선택해서 
해당 행동 마커를 한 칸 오른쪽으로 전진시키고, 그 행동을 전부 합니다. 어떤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더라도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행동 마커가 해당 트랙의 맨 오른쪽 칸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발생 
합니다.

먼저,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 행동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 후, 이벤트 
트랙에서 이벤트 마커를 한 칸 오른쪽으로 전진시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벤트를 처리한 후에는 행동 마커를 해당 트랙의 시작 지점으로 되돌립니다
(게임 시작 시 설정했던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른 시작 지점). 이벤트에 
대해서는 19쪽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첫 번째 행동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켰다면, 두 번째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두 번째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중앙 대시보드 상에서 첫 번째 선택한 
행동보다 더 아래에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어떤 이유로든 두 번째 행동을 처리할 수 없더라도 행동 마커는 
반드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에 행동 마커를 하나만 
이동시키는 경우는, 첫 번째 행동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켰거나, 첫 번째 
행동으로 앙크 권능 해방을 했거나, 결합한 경우(25페이지 참고) 외에는 
없습니다.

예시: 아문 플레이어는 첫 번째 행동으로 피규어 

소환 행동을 선택해서, 해당 행동 마커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 . 두 번째 

행동으로 추종자 획득 행동 2 이나 앙크 권능 

해방 행동  3 을 선택할 수 있으나, 피규어 이동 

행동은 피규어 소환 행동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규어 소환 

행동을 다시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플레이어가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선택했다면, 

이 행동을 모두 처리한 후에 분쟁 이벤트 4 가 

발생할 것입니다.

3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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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 이동   

각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피규어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피규어나 기념물에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단순히 어떤 칸을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을 제한하므로 꽤나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피규어 이동 행동을 선택하면, 보드판에 있는 자신의 피규어를 각각 
1/2/3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피규어는 자신 혹은 다른 플레이어의 피규어, 기념물, 다른 토큰이 
점유하고 있는 칸이나, 물, 강 및 낙타 카라반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으나, 물이 아닌 빈 칸에서 이동을 마쳐야 합니다. 보드판의 한 칸은 한 
번에 1개의 피규어, 혹은 1개의 기념물만 점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동을 통해서는 기념물의 점령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념물 
점령 이벤트 동안에만 기념물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문 플레이어는 피규어 이동 행동을 선택하고,  1  신 
피규어를 3칸 이동시켰습니다. 자신의 전사 하나를 통과하여 중립 
오벨리스크에 인접한 칸에서 이동을 마쳤습니다. 그 후, 2  전사를 
3칸 이동시켜서 중립 피라미드에 인접한 칸에서 이동을 마칩니다. 
이 전사는 빈 칸에서 이동을 마쳤으므로, 물과 피라미드를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아문 플레이어는 자신의 전사를 중립 신전에 인접한 칸으로 
이동시키고 싶었으나, 라 플레이어의 피규어들이 그 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문 플레이어는 자신의 전사를 라 플레이어의 
전사와 강을 통과하여 2칸만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4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전사는 이동시키지 않기로 합니다. 

1

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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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 소환  

신들은 막강한 권능을 행사하지만, 그럼에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사들과 수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는 피규어 소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더미에서 피규어(전사/
수호자) 1개를 선택해서 게임 보드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하려는 
피규어는 보드판에 있는 자신의 피규어에 인접한 칸이나 자신이 점령 
하고 있는 기념물에 인접한 칸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때, 피규어를 새로 
배치하는 칸은 물이 아닌 빈 칸이어야 합니다(동일 지역에 있어야만 인접 
상태로 간주된다는 규칙을 명심하세요).

예시: 아문 플레이어는 피규어 소환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더미에 

있는 미라 1개를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신전과 인접한 빈 칸  1 에 

배치합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이 칸 말고도 위 그림에 표시된 칸 2
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칸들은 빈 칸이며, 아문 플레이어의 

피규어에 인접한 칸이거나 아문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신전과 

인접한 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칸  3 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문 플레이어의 전사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2

2

3

3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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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종자 획득  

모든 신적 존재는 자신의 명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종자 
들은 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건축과 앙크 권능 해방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플레이어는 추종자 획득 행동을 통해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해 있는 
기념물 개수만큼의 추종자를 획득합니다(자신이 점령하고 있거나, 중립 
상태인 기념물). 공용 공급처에서 그만큼의 추종자 토큰을 가져와서 
자신의 더미에 추가합니다.
 

예시: 위 그림에서, 이시스 플레이어는 추종자 획득 행동을 선택하고, 
다음 기념물로부터 총 3개의 추종자를 획득합니다: 자신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전사가 인접해 있는 오벨리스크  1 , 자신의 전사가 
인접해 있는 중립 신전 2 , 자신의 전사가 인접해 있는 중립 피라미드

 3 . 이시스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이 피라미드 4 의 경우, 그 

피라미드에 인접해 있는 이시스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추종자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중립 피라미드  5 의 경우에도 
이시스 플레이어의 전사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것이 
아니므로 추종자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문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오벨리스크 6 로부터도 추종자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4

1

6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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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크 권능 해방  

플레이어의 신 대시보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앙크 권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통해 해방한 앙크 권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앙크 권능은 3개의 레벨으로 나뉘며, 이는 신 대시보드에  
3개의 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신은 앙크 권능을 각 레벨마다 최대  
2개까지 해방할 수 있습니다.

신 대시보드 맨 아래 칸에 앙크 토큰을 일렬로 놓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앙크 토큰은 해방된 앙크 권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며, 
각 열마다 앙크 토큰을 2개씩 놓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할 때, 신 대시보드 맨 아래 칸의 가장 왼쪽에 놓인 앙크 
토큰을, 같은 열에 있는 원하는 앙크 권능 하나에 놓습니다. 이 말인즉슨, 
1레벨인 앙크 권능 2개를 해방해야 2레벨 앙크 권능을 해방할 수 
있으며, 2레벨의 앙크 권능 2개를 해방해야 3레벨 앙크 권능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레이어가 앙크 권능을 해방할 때, 자신의 
추종자를 해방하려는 앙크 권능의 레벨(1/2/3)만큼 희생시켜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더미에서 희생된 추종자들은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플레이어에게 충분한 추종자가 없거나 이미 모든 앙크 권능을 해방했을 
경우에도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 마커는 이동시켜야 
하지만 어떠한 혜택도 획득하지 않습니다(추종자를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수호자 점령

플레이어가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할 때, 신 대시 
보드에서 수호자 기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이 수호자가 자신을 숭배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권능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 대시보드의 1레벨 열의 수호자 기호가 드러나면, 1레벨 수호자 카드에 
있는 피규어 1개를 점령하며 이를 자신의 더미에 추가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2레벨 수호자 기호가 드러나면 2레벨 수호자를 점령하고, 3
레벨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각 경우마다, 수호자 카드에 
피규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더미에 수호자 피규어를 추가할 때, 해당 피규어 
크기와 일치하는 자신 색깔의 베이스를 끼웁 
니다. 

이를 통해 보드판에서 특정 수호자를 어느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수호자 피규어 크기와 
일치하는 베이스가 없을 경우, 그 수호자 
피규어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피규어 소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더미에 있는 
수호자들을 보드판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문 플레이어가 앙크 권능 해방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신 

대시보드 맨 아래 칸의 가장 왼쪽에 있는 앙크 토큰이 1레벨 열에 

있었으므로, 아문 플레이어는 자신의 추종자 1개를 희생시켜서 1

레벨 앙크 권능을 해방합니다. ‘영감’을 해방하기로 하고, 가장 왼쪽에 

있는 앙크 토큰을 그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수호자 

기호가 드러나서 1레벨 수호자 피규어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새로 획득한 수호자 피규어에 자신 색깔의 베이스를 

끼워서 자신의 더미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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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신들 간의 분쟁이 점화되면서, 중대한 이벤트들이 시대의 흐름에 그 
족적을 남깁니다. 기념물들이 세워지고, 낙타 카라반으로 영토를 
구분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충돌로 인해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모든 이벤트들은 게임의 연표 역할을 하는, 이벤트 트랙을 통해 
표현됩니다.

행동 마커가 해당 트랙의 맨 오른쪽 칸에 도달하면, 해당 행동을 처리한 
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 트랙에서 이벤트 마커를 그 다음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 그 칸에 표시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벤트 칸은 
개별 이벤트(원형 칸)와 분쟁(사각형 칸),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이벤트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에게만 적용됩니다. 반면, 
분쟁은 모든 플레이어가 참여합니다.

이벤트를 처리한 후에는 행동 마커를 해당 트랙의 시작 지점으로 
되돌립니다(게임 시작 시 설정했던 플레이어 인원수에 따른 시작 지점).

예시: 이시스 플레이어는 자신의 첫 번째 행동으로 추종자 획득 

행동을 선택합니다. 행동 마커를 행동 트랙의 가장 오른쪽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1 . 추종자 획득 행동을 완전히 처리한 후, 이시스 

플레이어는 이벤트 트랙을 따라 이벤트 마커를 1칸 이동시켜서 기념물 

점령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2 . 이 이벤트를 처리한 후, 추종자 획득 

행동 마커를 해당 행동 트랙의 시작 지점으로 되돌립니다(3인 게임에 

해당하는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3 . 이벤트가 발생했으므로 이시스 

플레이어는 두 번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차례가 종료됩니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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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물 점령 

기념물은 게임 보드판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기념물은 추종자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자, 신들이 영토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앙크 권능으로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기념물 점령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한 
중립 기념물 1개를 선택해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더미에서 
자신의 앙크 토큰 1개를 그 기념물에 놓고 자신이 점령했음을 표시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드판에 남은 중립 기념물이 없다면, 대신 다른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기념물을 점령합니다. 물론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는 자신이 점령을 원하는 기념물에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기념물을 점령하면 원래 
점령하고 있던 플레이어의 앙크 토큰을 해당 기념물에서 제거하고(해당 
플레이어의 더미로 되돌림), 자신의 앙크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점령 가능한 기념물에 인접한 자신의 피규어가 없거나 자신의 더미에 
앙크 토큰이 없을 경우, 이 이벤트를 처리해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래도 이벤트 마커는 이동시켜야 합니다).

예시: 이시스 플레이어가 기념물 점령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중립 

신전  1 에 인접한 전사가 있어서 그 기념물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 피라미드 2 는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것이 아니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보드판에 중립 기념물이 

남아 있으므로, 라 플레이어가 점령하고 있는 오벨리스크  3  역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시스 플레이어는 중립 신전을 점령하기로 하고, 

자신의 더미에서 앙크 토큰을 가져와서 해당 기념물에 놓습니다 4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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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카라반 

신들은 장대한 낙타 카라반을 통해 영토를 나누는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낙타 
카라반 이벤트를 통해 한 지역을 2개의 소규모 신규 
지역으로 분리해서 힘의 균형을 재설정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낙타 카라반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는, 공용 공급처에서 낙타를 
가져와서 최대 6개까지의 낙타를 일렬로 이어지게끔 보드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낙타는 칸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놓아야 하는데, 
각 육각형 칸의 변에 1개의 낙타를 배치해야 합니다(강 및 물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일렬로 낙타를 놓을 때 게임 보드판 상의 다음 요소 중 두 
가지를 연결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강, 물, 다른 낙타, 지도 외곽선. 또한 
낙타 카라반으로 구분된 2개의 신규 지역은 각각 최소한 6개 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물은 세지 않습니다).

한 지역을 2개의 신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플레이어는 그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 기존 지역에 놓여 있던 분쟁 순서 토큰을 놓습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공용 공급처에서 가장 낮은 숫자의 분쟁 순서 토큰을 
가져와서 토큰이 없는 나머지 새 지역에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는 2개의 신규 지역 중 하나에 놓은 분쟁 순서 토큰 
을, 이미 보드판에 놓여 있던 분쟁 순서 토큰 하나를 선택해서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분쟁 동안 지역 간 분쟁 순서가 변경됩니다(다음 
페이지 참고).

예시: 라 플레이어가 낙타 카라반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나일 

삼각주 지역을 나누기로 하고, 위와 같이 5개의 낙타를 배치합니다

A . 새로 형성한 지역 가운데 더 작은 지역은 6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최소 허용치). 라 플레이어가 놓은 낙타는 물에서 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에는 1  분쟁 순서 토큰이 놓여 있었고, 

라 플레이어는 그 분쟁 순서 토큰을 더 작은 신규 지역에 배치하기로 

합니다 B . 그 후, 공용 공급처에서 4  분쟁 순서 토큰을 가져와서  

(가장 낮은 숫자의 분쟁 순서 토큰), 나머지 신규 지역에 놓습니다 C . 

그 후, 라 플레이어는 보드판의 다른 지역에 놓여 있던 분쟁 순서 토큰 

과 신규 지역에 놓은 분쟁 순서 토큰을 맞바꿀 수 있지만, 맞바꾸지 

않기로 합니다. 

B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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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쟁 

불멸의 존재를 두고 펼쳐진 신들의 충돌에 있어 분쟁은 불가피했기에 
유혈이 낭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적재적소에 준비된 병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분쟁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전면적 
이벤트입니다. 분쟁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는 분쟁이 일어나는 
시점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동률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각 분쟁 이벤트 시작 시 이벤트를 발동시킨 플레이어가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앞면으로 가져옵니다. 해당 
이벤트 동안 전투에서 동률이 발생하면 이 토큰을 
사용해서 전투에서 한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24
페이지의 전투 처리 참고).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사용하면 이 토큰을 뒤집어서 이번 분쟁 이벤트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분쟁 이벤트를 완전히 처리하고 난 
후,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분쟁 이벤트가 발생하면, 게임 보드판의 분쟁 순서 토큰에 따라 
가장 낮은 번호부터 오름차순으로 각 지역의 분쟁을 처리합니다: 

	➤ 피규어가 없는 지역은 생략합니다.
	➤ 어떤 지역에 한 플레이어의 피규어만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해당 지역을 지배합니다(다음 설명 참고).
	➤ 어떤 지역에 2명 이상의 피규어가 있다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지배
분쟁 이벤트 동안, 어떤 지역에 있는 피규어가 모두 한 플레이어에 속해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합니다. 먼저, 자신이 
최다 점령한 기념물 종류당 헌신 1씩 획득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어느 
다른 상대 플레이어보다 특정 종류의 기념물을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 종류의 기념물을 최다 점령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두 번째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헌신 1을 획득합니다.

예시: 분쟁 이벤트에서, 아문 플레이어는 지역 3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오벨리스크 2개와 피라미드 1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헌신 1, 오벨리스크

A 를 최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헌신 1을 획득해서 총 

헌신 2를 획득합니다. 이시스 플레이어도 동일 지역에서 피라미드 1

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경우 최다 점령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문 플레이어는 피라미드 B 에 대해 

헌신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시스 플레이어가 이 지역에서 신전을 

최다 점령하고 있지만(1개), 이 지역에 이시스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헌신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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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분쟁 이벤트 동안, 2명 이상이 각각 피규어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역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분쟁 이벤트 동안 벌어진 각 전투에 대해, 
아래 단계를 따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카드 선택 및 공개
해당 지역에 피규어를 1개 이상 보유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서 
전투 카드 1장을 비공개로 선택하고, 자신의 앞에 뒤집어 놓습니다. 모두 
선택했다면 동시에 카드를 공개합니다.

2. 기념물 건축
헌신 트랙에서 가장 적은 헌신을 보유한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오름차순으로, 공개된 기념물 건축 전투 카드를 모두 처리합니다. 전체 
전투 카드 효과에 대해서는 29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역병 처리
공개된 메뚜기의 역병 전투 카드를 모두 처리합니다. 전체 전투 카드 
효과에 대해서는 29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 최다 점령 기념물 확인
먼저, 각 기념물 종류마다 어떤 플레이어가 해당 기념물을 최다 점령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어느 다른 상대 플레이어보다 
특정 종류의 기념물을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 종류의 기념물을 
최다 점령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 후, 각 플레이어(헌신이 낮은 
플레이어부터)는 최다 점령한 기념물마다 헌신 1씩 획득합니다.

예시: 전투 동안, 이시스 플레이어는 피라미드 2개를 점령하고 있고, 

아문 플레이어는 신전 1개, 피라미드 1개를 점령하고 있으며, 라 

플레이어는 신전 1개, 오벨리스크 1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시스 

플레이어가 이 전투 지역에서 피라미드를 최다 점령하고 있으므로 

헌신 1을 획득합니다. 신전에 대해서는 아문 플레이어와 라 플레이어가 

동률입니다(1개씩). 그러므로 아무도 헌신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라 플레이어는 오벨리스크를 최다 점령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라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헌신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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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투 처리
해당 지역에 피규어를 보유한 모든 플레이어는 이번 전투의 전투력을 
각자 계산합니다. 피규어마다 전투력 1을 제공하며, 이는 개별 수호자 
능력, 신의 능력, 앙크 권능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전투 카드에서 
보너스 전투력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총 전투력에 더합니다 
(해당 지역에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총 전투력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플레이어는 헌신 1을 획득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피규어를 모두 처치합니다(전사 및 수호자를 처치. 신은 절대 처치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가장 높은 전투력에서 동률이고, 동률인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앞면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이 
토큰을 사용해서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사용했다면 이 토큰을 뒤집습니다. 이번 분쟁 
이벤트의 남은 전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이 가장 높은 전투력에서 동률이고,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모든 플레이어가 패배 
했다고 간주됩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피규어가 처치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신은 예외입니다).

처치된 피규어는 해당 플레이어의 더미로 되돌아 갑니다.

중요: 플레이어가 사용한 모든 전투 카드는 해당 플레이어 옆에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앞면으로 놓아 두어야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의도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카드에 
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합니다.

예시: 이번 전투에서 이시스 플레이어는 현재 4개의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고, 홍수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목초지 칸에 있는 4개의 피규어로 

인해 추종자 4개를 획득합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현재 3개의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고, 기근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사막 칸에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시스 플레이어의 홍수 카드는 전투력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시스 플레이어의 총 전투력은 4입니다. 

아문 플레이어의 기근 카드는 +1 전투력 보너스를 제공하므로 아문 

플레이어의 총 전투력은 4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동률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스 플레이어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플레이어가 이 토큰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고 

이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시스 플레이어는 헌신 1을 획득합니다. 

아문 플레이어의 전사들은 처치되어 더미로 되돌아 갑니다. 하지만 

신은 처치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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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결합 
3인 이상 게임에서, 3차 분쟁 종료 후에 가장 낮은 헌신을 보유한 두 신들
(헌신 트랙의 최하위 2명)은 이집트인들에게 잊힐 위기에 처합니다. 두 
신들이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적 존재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제 두 신을 플레이했던 플레이어들은 남은 게임 동안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패배하게 됩니다.

3차 분쟁 이벤트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들을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1. 결합할 두 신을 결정합니다. 헌신 트랙에서 두 번째로 낮은 
신이 상위 결합 신이 되고, 헌신 트랙에서 가장 낮은 신이 하위 
결합 신이 됩니다. 

2. 하위 결합 신이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기념물은 파괴됩니다. 
이 기념물들을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또한 하위 결합 
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 피규어, 전사, 전투 카드, 앙크 토큰 
더미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하위 결합 신의 모든 추종자들을 
상위 결합 신에게 건넵니다. 상위 결합 신은 하위 결합 신에 
속해 있던 수호자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수호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직 해당 앙크를 해방하지 못했더라도 
가능합니다. 상위 결합 신 플레이어에게 크기가 일치하는 
베이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수호자를 점령할 지 선택해야 
하며 나머지 수호자는 게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3. 헌신 트랙에 있는 상위 결합 신의 앙크 토큰을 하위 결합 
신의 앙크 토큰 위에 겹쳐 놓습니다. 이 2개의 앙크 토큰은 
남은 게임 동안 하나의 신적 존재로서 헌신 트랙에서 함께 
이동합니다.  

4. 하위 결합 신 플레이어는 자신 색깔의 대형 베이스를 상위 
결합 신 피규어에 끼워서 이제 하나의 신으로 결합했음을 
표시합니다. 

5. 하위 결합 신은 상위 결합 신의 앙크 권능과 동일하게 자신의 
앙크 권능을 조정합니다(기존보다 앙크 권능을 더 해방할 수도 
있고, 덜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6. 결합 신은 두 신의 특수 신 능력을 모두 보유합니다. 양 
플레이어는 서로 자신의 결합 신 대시보드를 교환하고, 두 신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신 대시보드 옆에 놓습니다. 

7. 결합 신을 플레이하는 두 플레이어는 전사, 수호자, 추종자 
더미를 공유합니다(기존에 상위 결합 신이 보유하던 구성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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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신의 게임 플레이
두 불멸의 신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결합하는 것은, 남은 게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합 신은 두 신의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양 플레이어 모두가 플레이에 참여하지만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한 번만 행동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추가로, 이 두 플레이어는 반드시 서로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플레이어가 피규어 소환 행동을 했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또다시 피규어 소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은 게임 동안, 결합 신을 플레이하는 두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례를 갖지만, 한 차례에 한 번의 행동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 추종자 토큰, 앙크 토큰에 대해 동일한 더미를 공유합니다. 
각자 차례에 두 신 모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앙크 권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결합 신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항상 신 대시보드의 앙크 
권능을 서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어떤 앙크 권능을 
해방하면, 나머지 플레이어도 즉시 자신의 신 대시보드를 동일한 상태로 
갱신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런 모든 권능과 효과는 결합 신에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플레이어 한 명이 새로운 수호자를 점령하면, 상위 결합 신 플레이어 
색깔의 베이스를 끼워서 두 플레이어 모두 소환할 수 있는 피규어 공유 
더미에 놓습니다.

전투 중에는 양 플레이어가 상의하여 상위 결합 신 플레이어의 전투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플레이어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위 결합 신 
플레이어의 결정을 따릅니다.

헌신 트랙에 있는 앙크 토큰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결합됨에 따라, 이 두 
플레이어는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패배합니다.

예시: 3차 분쟁 이벤트가 종료된 후, 헌신 트랙에서 헌신이 가장 낮은 두 신은 아문과 라입니다. 이제 

이 두 신은 하나의 신적 존재(아문-라)로 결합합니다. 라가 가장 헌신이 낮았기 때문에 라가 하위 결합 

신이 되고, 아문이 상위 결합 신이 됩니다. 라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든 기념물을 파괴하고, 자신의 

모든 전투 카드, 앙크 토큰, 피규어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라 플레이어의 수호자에 아문 플레이어 

색깔의 베이스를 끼웁니다. 라 플레이어의 모든 추종자들은 아문 플레이어의 더미에 함께 놓습니다. 

라 플레이어는 아문 플레이어의 앙크 권능과 동일하게 자신의 앙크 권능을 조정합니다. 라 플레이어는 

아문의 결합 신 대시보드를 가져오고, 아문 플레이어는 라의 결합 신 대시보드를 가져옵니다. 헌신 

트랙에서 아문 플레이어는 자신의 앙크 토큰을 라 플레이어의 앙크 토큰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제 이 

앙크 토큰은 남은 게임 동안 함께 이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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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힌 신  

게임의 종반부, 4차 분쟁 이벤트가 종료될 때 앙크 토큰이 헌신 트랙의 
빨간색 영역에 있는 신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잊히며, 결국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잊힌 신들의 피규어(신, 전사, 수호자)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잊힌 신의 모든 기념물을 파괴하여 공급처로 되돌리고, 잊힌 
신의 모든 추종자들 또한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 이 시점에, 2명 이상의 신이 남았다면 게임을 이어 나갑니다.
	➤ 하나의 신만이 남았다면, 그 신이 이집트의 유일신이 되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 모든 신들이 잊혀졌다면, 이집트는 무신론 국가가 되어 모든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예시: 4인 플레이어 게임의 4차 분쟁 이벤트 종료 시점입니다. 아문 

플레이어가 아직 헌신 트랙의 빨간색 영역에 있습니다. 아문은 

충분한 헌신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고, 결국 이집트인들에게 잊힐 

것입니다. 게임에서 아문 플레이어의 모든 피규어를 제거하고, 아문 

플레이어의 기념물, 추종자를 모두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헌신 트랙의 파란색 영역에 두 신(오시리스, 이시스-라 결합 신)

이 남아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헌신 트랙의 맨 위 칸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5차 분쟁 이벤트가 종료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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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권능

 앙크 권능  

1 레벨

위엄있는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공용 공급처에서 추종자 3개를 획득합니다. 
이 권능은 지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감을 주는
자신이 전투에서 기념물 건축 카드를 처리할 때마다 무료로 기념물 건축을 
합니다. 추종자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나 있는
각 분쟁 이벤트 시작 시(어떤 전투도 처리하기 전), 자신의 피규어가 있는 
지역마다 추종자 1개씩을 획득합니다.

추앙받는
자신이 추종자 획득 행동을 할 때마다 추가로 추종자 1개를 획득합니다.

2 레벨

휘황찬란한
자신이 보드판에서 지역 상관없이 같은 종류의 기념물을 3개 이상 점령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 피규어의 기본 전투력이 1에서 3으로 증가합니다.

오벨리스크를 조율하는
자신의 피규어가 있는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될 때, 보드판에 있는 자신의 
피규어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전투가 발생한 지역의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오벨리스크에 인접한 빈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오벨리스크, 다수의 칸에 나누어 이동 가능).

참고: 여러 플레이어가 이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헌신이 낮은 플레이어 
부터 오름차순으로 이 권능을 사용합니다. 이 때, 더 이상 이동시킬 수 없을 
때까지, 혹은 피규어를 그만 이동시키고 싶을 때까지 각자 한 번에 피규어  
1개씩 이동시킵니다.

신전을 조율하는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해 있고 자신이 점령한 신전은, 각각 해당 신전이 
위치한 지역에 +2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신전에 인접한 피규어가 많다고 
해서 이 보너스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전투력이 상쇄된 피규어로도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조율하는
자신이 피규어 소환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각 피라미드마다 
그에 인접한 칸에 추가 피규어 1개씩 소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추가 
피규어를 소환하고, 그 후에 피규어 소환 행동을 통해 일반 피규어를 그중 
하나에 인접하도록 소환하는 “연쇄 소환”도 가능합니다.

3 레벨

영광스러운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다음으로 전투력이 높은 플레이어와 3 
이상의 전투력 차이로 승리했다면 헌신 1대신 3을 획득합니다.

참고: 전투 처리 동안 남은 피규어가 없는 플레이어는 전투력을 0으로 
간주합니다(보너스를 모두 무시합니다).

관대한
전투 처리 단계 동안, 자신의 피규어가 2개 이상 있는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할 때마다 헌신 2를 획득합니다. 

참고: 승자가 헌신을 획득한 후에 이를 처리합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이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헌신이 낮은 플레이어부터 오름차순으로  
이 권능을 사용합니다.

풍요로운
자신이 헌신 트랙의 빨간색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자신이 헌신을 획득할 
때마다 추가로 헌신 1을 획득합니다. 자신이 헌신 트랙의 마지막 빨간색 
칸에 있는 상태에서 헌신을 획득했더라도, 추가로 헌신 1을 획득합니다.

참고: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어느 한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헌신을 획득할 
때, 다수의 효과로 인해 연속적으로 헌신을 획득했더라도, 헌신을 한 
번만 획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 지역에서 최다 점령 
기념물로 헌신을 획득할 때, 여러 종류의 기념물로부터 헌신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헌신을 한 번만 획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숭배하는
자신이 참여한(전투 카드를 플레이한) 각 전투 직후에, 추종자 2개를 
희생시켜서 헌신 1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이 권능을 
사용한다면, 헌신이 낮은 플레이어부터 오름차순으로 이 권능을 사용합니다. 
이 권능보다 플레이한 기적 카드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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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카드  

메뚜기의 역병
해당 지역에 자신의 피규어가 있는 모든 
플레이어는 희생시킬 추종자를 가지고 비공개 
경매를 진행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비공개로 
자신의 추종자를 원하는 만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나머지 추종자 더미를 가립니다. 

그 후,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손에 쥔 
추종자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경매에 사용된 
모든 추종자들은 희생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가장 많은 추종자를 희생시킨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전사와 수호자를 모두 처치합니다. 2명 이상이 
가장 높은 입찰에서 동률이 되었다면, 모든 플레이어의 전사와 수호자를 
처치합니다.

중요: 이 전투 지역에서 자신의 피규어를 모두 잃은 플레이어는,  
“숭배하는” 앙크 권능 및 “마앗의 순환”이나 “기적” 카드로 인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최다 점령 기념물을 결정할 때 헌신을 획득할 수 없으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모든 보너스를 무시하고, 전투력은 0
으로 간주합니다). 

기념물 건축
이 카드를 처리할 때, 이 카드를 공개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추종자 3개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추종자를 희생시켰다면 해당 전투 
지역의 물이 아닌 빈 칸에 원하는 기념물 1개
(오벨리스크/신전/피라미드. 공용 공급처에 
남아 있는 기념물만 가능)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급처에서 기념물을 가져와서 보드판 
위에 놓고, 자신의 더미에 있는 앙크 토큰을 
그 기념물에 놓습니다. 해당 지역에 빈 칸이 

없거나, 공용 공급처에 남은 기념물 토큰이 없거나, 자신의 더미에 남은 앙크 
토큰이 없다면, 기념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전차
이 카드를 공개한 플레이어는 전투 처리 동안 
+3 전투력을 획득합니다(해당 지역에 자신의 
피규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추가 
효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앗의 순환
전투 처리 직후, 플레이어는 자신이 사용한 
모든 전투 카드를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마앗의 순환” 카드 포함). 자신이 사용한 
전투 카드를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카드를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기근
이 카드를 공개한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이 지역의 사막(노란색 칸)에 있는 
자신의 피규어 개수만큼 전투 승리로 인한 
헌신 보상이 증가합니다. 

참고: 이 보너스는 ‘전투 승리 보상’ 헌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앙크 
권능을 추가로 발동시킬 수 없습니다.

홍수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공개한 후, 즉시 이 
지역의 목초지(초록색 칸)에 있는 자신의 피규 
어 개수만큼 추종자를 획득합니다. 또한, 전투 
처리 동안 이 피규어들은 처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의 역병 카드로는 처치될 수 
있습니다). 

기적
전투 처리 직후, 이 카드를 공개한 플레이어는 
이번 전투 과정에서 처치된 자신의 피규어 
개수만큼의 헌신을 획득합니다(메뚜기의 역병 
카드로 인한 처치 포함).

참고: 여러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플레이 
했다면, 헌신이 낮은 플레이어부터 오름차순 
으로 이 카드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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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의 신들  

아문
신비스러운 형태
아문 플레이어는 분쟁 이벤트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전투 카드를 2장 플레이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카드 선택을 완료하기 
전에 선언해야 합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두 카드로 
인한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즉, 두 카드의 전투력 보너스는 더하고, 두 카드의 
효과를 모두 처리합니다. 아문 플레이어는 아문 
토큰을 뒤집어서 이 능력을 사용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분쟁 이벤트가 종료되면 다시 아문 토큰을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아누비스
죽은 자의 심판관
다른 플레이어의 전사가 처치될 때마다, 아누비스 
플레이어는 신 대시보드의 빈 칸 중 하나에 처치된 
전사 중 1개를 가둘 수 있습니다. 전투 처리 동안, 
아누비스 신 피규어는 가둔 전사마다 +1 전투력을 
획득합니다(최대 +3 전투력까지 가능). 

메뚜기의 역병 처리와 전투 처리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누비스 플레이어는 두 경우에서 각각 전사 
1개씩 가둘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아누비스가 가둔 자신의 전사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규어를 소환할 때, 자신의 더미에서 전사를 소환하는 것 
대신 아누비스 플레이어에게 추종자 1개를 지불하고 갇혀 있는 전사 1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급 결합 신이나 잊힌 신이 자신의 피규어를 제거할 때, 아누비스 칸에 있던 
해당 플레이어의 전사도 제거합니다. 아누비스가 하급 결합 신이었다면, 
갇혀 있던 상위 결합 신의 전사는 상위 결합 신의 더미로 되돌립니다. 또한, 
아누비스가 잊힌 신이 되었다면, 모든 갇혀 있던 전사를 각 플레이어의 
더미로 되돌립니다.

이시스
보호자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에 인접한 칸에 있는 이시스 
플레이어의 피규어들은, 이시스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투 처리 동안, 보호받는 
피규어가 처치되려 할 때 이시스는 그 피규어를 살려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의 역병과 같이 전투 처리 상황 외의 
효과로 인해 보호받는 피규어도 처치될 수 있습니다. 

이시스 피규어가 인접한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와 
동시에 처치되었더라도, 이 피규어 역시 보호받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또한 상대 피규어에 인접한, 물에 있는 이시스의 피규어는 전투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간주됩니다(그 지역에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없더라도).

오시리스
지하세계로 통하는 관문
오시리스 플레이어는 자신의 신 대시보드 옆에 
지하세계 토큰 3개를 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시리스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패배할 때마다, 
지하세계 토큰 1개를 전투가 발생한 동일 지역의 
물이 아닌 빈 칸에 놓을 수 있습니다(보드판 밖에 있는 
지하세계 토큰을 놓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 보드판에 
있었던 지하세계 토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보드판에 있었던 지하세계 토큰의 
위치를 변경할 때, 원래 지하세계 토큰이 있던 칸의 
피규어들은 그 칸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

오시리스 플레이어가 피규어 소환 행동을 할 때, 피규어가 없는 지하세계 
토큰 칸에 자신의 더미에서 추가 피규어 1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플레이어는 먼저 이 추가 피규어를 소환하고, 그 후에 피규어 소환 
행동을 통해 일반 피규어를 그중 하나에 인접하도록 소환하는 “연쇄 소환”
도 가능합니다.

다른 신의 피규어는 지하세계 토큰이 있는 칸에서 이동을 마칠 수 없으며, 
지하세계 토큰이 있는 칸에 기념물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하세계 토큰이 있는 칸은 목초지도, 사막도 아닙니다.

오시리스가 잊힌 신이 되면, 모든 지하세계 토큰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라 
광휘
라 플레이어는 자신의 신 대시보드 옆에 태양 토큰 3
개를 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라 플레이어가 피규어를 소환할 때(전사 혹은 수호자), 
태양 토큰을 그 피규어와 같이 놓을 수 있습니다(베이스 
위 혹은 바로 그 옆에). 태양 토큰이 놓인 피규어는 광휘 
상태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라 플레이어가 광휘 상태의 피규어가 있는 지역에서 
전투에 승리하거나 그 지역에서 지배로 인한 헌신 보상을 받을 때, 획득하는 
헌신이 1만큼 증가합니다. 이 보너스는 “전투 승리” 헌신 보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 앙크 권능을 추가로 발동시킬 수 없습니다.

광휘 상태의 피규어가 처치되면, 해당 태양 토큰을 라 대시보드로 
되돌립니다.



31

이
 집

 트
 의

   신
 들

 - 앙
  크

 

게임 디자인: Eric M. Lang
미술: Adrian Smith
제작 총괄: Thiago Aranha
제작: Marcela Fabreti, Vincent Fontaine, Raquel Fukuda, 
Guilherme Goulart, Rebecca Ho, Isadora Leite, Aaron Lurie, 
Shafiq Rizwan, and Kenneth Tan
미술 감독: Mathieu Harlaut
그래픽 디자인: Marc Brouillon, Fabio de Castro, Louise Combal, 
Max Duarte, and Júlia Ferrari
미니어쳐 연출: Mike McVey
조형: David Camarasa, Yannick Hennebo, Michael Jenkins, 
Aragorn Marks, Patrick Masson, Thierry Masson, Jose Roig, 
Remy Tremblay, and RN Estudio
게임 보드판 및 카드 디자인: Nicolas Fructus
개발 총괄: Marco Portugal
개발: Leo Almeida
규칙서: Michael Hurley
검수: Jason Koepp

한글판 제작: 보드엠 팩토리

번역: 김지수 (Noname)

미니어쳐 촬영: Jean-Baptiste Guiton
플레이 테스트: 
Adriano Trotta, Ahmed Khalifa, Ale Veiga, Aleksandra Geron, 
Alessandro Notte, Alexandre Milagres, Alexandre Najjar, Andre 
Albuquerque, Anthony Walker, Beatrice Sgaravatto, Bernardo 
Khater, Bogdan Tudose, Bruna Santos, Bruno Pinduca, Caio 
Quinta, Daniel Serafim, Eduardo Vilela, Fábio Cury, Felipe 
Galeno, Felipe Souza, Fernando Costa, Fernando Mesentier, 
Flávio Oota, Gabriel Dias, Hadrien Ingrassia, Helena Dutt-
Ross, Ivo Rafael, James Wilkinson, Jeff Fraser, João José Gois, 
Jordy Adan, José Martins, Lucas Martini, Luís Siqueira, Luiz 
Coelho, Marco Aurélio Vieira, Mare Tine, Matheus Almeida, 
Murilo Pinho, Norman Ingrassia, Pam Yumi, Pati Brolezzi, Paulo 
Andrade, Pedro Ferreira, Pedro Youkai, Pierluca Zizzi, Rafael 
Baldam, Remo Turchetti, Renan Lushon, Robert Coelho, Rod 
Mendes, Rodrigo Denicol, Rodrigo Sonnesso, Rodrigo Canaan, 
Safuan Tay, and Silvio C Martins
출판: David Preti

수검: 오상희, 티노 (우주TV).

앙크:이집트의 신들 선주문 참가자들과 체험전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레디트

© 2021 CMON Global Limited,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roduct may be reproduc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Guillotine Games and the 
Guillotine Games logo are trademarks of Guillotine Press Ltd. Ankh: Gods of Egypt, CMON, and the CMON logo are trademarks of CMON Global Limit

실제 구성품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규어들은 조립이 필요 없으며,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수호자들  

고양이 미라
고양이 미라가 어떤 효과로든 처치되면, 그 고양이 미라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즉시 헌신 1을 잃습니다. 전투 처리 동안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투의 승리나 패배로 인한 헌신을 모두 획득하고 난 뒤에 이를 
처리합니다(전투 처리 후에 발동되는 효과를 처리하기 전에).

사티스
피규어 이동 행동 동안 사티스는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있는 칸에서 
이동을 마치고, 상대 플레이어 피규어를 1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를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물이나 점유된 칸으로 인해), 
사티스는 그 칸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물에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가 
있더라도, 사티스는 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아펩
아펩을 보드판의 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해당 플레이어의 피규어나 
기념물에 인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아펩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펩은 다른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신의 피라미드에 인접하도록 아펩을 소환한 경우에만 조율된 
피라미드의 추가 소환으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소환으로 간주합니다.

미라
미라가 처치되면, 즉시 그 미라를 해당 소유자의 신에 인접한 칸으로 
재소환합니다. 해당 신에 인접한 빈 칸이 없다면 미라를 재소환할 수 없으며, 
해당 소유자의 더미로 되돌립니다. 이 효과는 소환으로 간주합니다. 즉, 
피규어를 소환할 때의 효과(광휘 등)를 발동시킵니다.

거대 전갈
거대 전갈을 소환하거나 이동시킬 때(어떤 상황으로든), 해당 소유자는 
거대 전갈의 집게가 2개의 칸을 가리키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 칸들은 
거대 전갈로부터 1칸 거리에 있어야 하며, 각 칸은 서로 1칸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분쟁 이벤트 시작 시(전투 처리 전), 거대 전갈이 가리키고 있는 
인접한 모든 기념물을 파괴합니다(거대 전갈과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기념물 및 앙크 토큰은 해당 더미로 되돌립니다.

안드로스핑크스
안드로스핑크스에 인접한 상대 플레이어의 피규어는 전투 동안 전투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스핑크스가 물에 있는 피규어에 인접해 있다면, 
그 피규어가 참여하는 모든 전투에서 전투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대 
안드로스핑크스에 인접해 있다면, 서로의 전투력을 무효화합니다.



규칙 요약

 차례 순서  

	➤ 플레이어들은 각 차례마다 1개 혹은 2개의 행동을 합니다.

	➤ 첫 번째 행동을 선택하고, 해당 행동 마커를 전진시키고, 해당 행동을 
처리합니다.

이벤트 발생: 이벤트 마커를 전진시키고,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고, 
자신의 차례를 마칩니다.
이벤트 발생하지 않음: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 첫 번째 행동보다 아래쪽에 있는 행동 중에서 두 번째 행동을 
선택하고, 해당 행동 마커를 전진시키고, 해당 행동을 처리합니다.

이벤트 발생: 이벤트 마커를 전진시키고,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고, 
자신의 차례를 마칩니다.
이벤트 발생하지 않음: 자신의 차례를 마칩니다.

참고: 두 번째 행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길 원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행동 
마커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전진시켜야 합니다.

 행 동 

피규어 이동:
자신의 피규어를 각각 3칸까지 이동시킵니다.

피규어 소환:
자신의 더미에서 피규어 1개를 가져와서, 보드판의 자신의 
피규어나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기념물에 인접한 칸에 놓습 
니다.

추종자 획득: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한 기념물(자신이 점령하고 있거나 중립 
상태인)마다 추종자를 1개씩 획득합니다.

앙크 권능 해방:
다음으로 해방할 앙크 권능 등급만큼의 추종자를 희생 
시킵니다. 수호자 기호가 공개되면 그와 동일한 등급의 수호자 
피규어 1개를 점령합니다.

 이벤트 

기념물 점령: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한 중립 기념물 1개를 점령합니다. 
보드판에 중립 기념물이 없다면, 대신 자신의 피규어가 
인접한 상대 플레이어의 기념물을 점령합니다.

낙타 카라반:
낙타를 6개까지 배치해서 한 지역을 2개의 새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새로운 지역의 최소 크기는 6칸입니다. 
공용 공급처에 있는 가장 낮은 번호의 분쟁 순서 토큰을 
이 신규 지역 중 하나에 놓습니다. 그 후, 2개의 신규 
지역 중 하나에 놓은 분쟁 순서 토큰을, 다른 분쟁 순서 
토큰 하나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분쟁: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가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획득합니다. 그 후, 각 지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지배(한 명의 플레이어): 자신의 최다 점령 기념물마다 헌신 1씩 
획득합니다. 그 후,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헌신 1을 획득합니다. 

	➤ 전투(여러 명의 플레이어): 이 지역에 없는 플레이어, 피규어, 기념물 
은 무시합니다 (단, 최다 점령 기념물 판정 시에는 포함).

1. 카드 선택 및 공개: 모든 플레이어는 전투 카드를 선택해서 
공개합니다.

2. 기념물 건축: 헌신 트랙에서 가장 낮은 플레이어부터 
오름차순으로, 플레이한 “기념물 건축” 카드를 처리합니다.

3. 역병 처리: 플레이한 “메뚜기의 역병” 카드를 모두 처리합 
니다.

4. 최다 점령 기념물 확인: 헌신 트랙에서 가장 낮은 플레이어 
부터 오름차순으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최다 점령 기념물 
마다 헌신 1씩 획득합니다.

5. 전투 처리: 가장 높은 전투력의 플레이어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헌신 1을 획득하며, 상대 플레이어들의 피규어를 
모두 처치합니다. 동률일 경우 모든 플레이어가 패배하며 모든 
피규어가 처치됩니다. 분쟁마다 한 번, 전투 동률 우위 토큰을 
사용해서 전투에서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승리할 수 있습니다. 

	➤ (3인 이상 게임) 3차 분쟁 이벤트 직후: 헌신 트랙에서 가장 낮은 두 
신이 결합합니다. 

	➤ 4차 분쟁 이벤트 직후: 헌신 트랙의 빨간색 영역에 있는 신은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승 리 

	➤ 헌신 트랙의 맨 위 칸에 도달할 경우
	➤ 4차 분쟁 이벤트 직후 유일하게 남은 신일 경우
	➤ 5차 분쟁 이벤트 직후 가장 높은 헌신을 보유했을 경우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은 절대 처치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피규어나 기념물은 
인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