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 애플(뉴욕의 별칭)이 광적인 Green Goblin이 5개구에 두루두루 뿌린 음모에 
의해 잠들었습니다. 그가 벌이는 테러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고, 그의 수하들이 법 
위에서 펼치는 약탈과 납치들이 도시를 뒤흔듭니다. 그러는 동안 이 음모 뒤에 있는 
빌런은 그의 비밀 약물을 만들어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을만큼 극대화 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거미의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Spider-Verse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Spider-Man, Ghost-Spider, Miles Morales가 힘을 합쳐 
녹색의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과감한 용기와 기술이 뉴욕을 향하는 빌런을 
가로막습니다. 아울러 대담한 기자들이 대규모 범죄의 물결 속에서도 영웅의 모습을 
보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비밀 신분을 지키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미줄을 타고 뛰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놀라운 거미 
영웅들이 여기 있습니다!

Spider-Verse에Spider-Vers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제품은 마블 유나이티드에 더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3명의 거미 히어로들과 1명의 미친 빌런,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전 모드를 소개합니다. 마블 유나이티드 기본 
게임에 있는 토큰, 임무 카드/보드 구성품 등과 본 제품의 
캐릭터 및 장소 관련 구성품들만으로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아울러 마블 유나이티드의 다른 확장들과 섞어서 진행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마블 유나이티드 확장팩마블 유나이티드 확장팩

※ 제품 내의 캐릭터 및 고유 명칭은 판권자의 정책에 따라 영문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빌런 대시보드 1장

노출 토큰 12개

기자 토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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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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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SPIDER

MILES MORALES

SPI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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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히어로 마다 12장)

이 위협이 놓이면,  1개를 이 장소에 을 추가합니다.  

이 장소에 있는 은 피해 2를 입혀야 소탕할 수 있습니다.

갱단 연합

위협 카드 6장

GREEN GOBLIN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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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획 카드 12장

실제 제품은 패키지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CPSC 안전 검사 인증 제품입니다.

MADE IN CHINA AGE

14+ 1-4
PLAYERS

원하는 장소에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장소에서  1개를 구조합니다.

브루클린 다리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최종 계획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그 카드를 더미 맨 밑에 넣을 수 있습니다.

Daily Bugle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Osborn 연구실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OsCorp 타워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손에 카드가 1~2장 있다면,

카드 1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퀸즈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드타운 고등학교

이 장소에서 차례를 마치면

장소카드 6장

Ghost-Spider Miles 
Morales

Green 
Goblin

Spider-Man

구성품구성품 특별 규칙 게임 준비특별 규칙 게임 준비

Green Goblin의 대시보드 뒷면에는 이 빌런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별도의 준비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크릿 아이덴티티 도전시크릿 아이덴티티 도전

시크릿 아이덴티티 도전은 Spider-Verse 확장팩만이 아닌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에서는 기자 토큰을 일부 장소에 놓습니다. 이 기자들은 언제나 히어로들의 
행적만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해서 이 기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영웅 행동이나 전투를 할 경우, 여러분은 대중에게 노출되며, 한동안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게임 준비 단계시, 기자 토큰을 히어로들의 시작 장소에 인접한 두 장소에 각각 1개씩 
놓습니다. 또 기자 토큰 1개를 빌런의 시작 장소에 놓습니다.

만약 기자 토큰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히어로가 외의 다른 행동을 하면, (히어로의 특수 
효과 포함) 그 히어로는 노출 토큰 1개를 받습니다. (차례 마지막에 일어나는 장소 효과는 
행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히어로는 한 차례에 노출 토큰을 1개보다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히어로는  행동으로 기자 토큰을 그 토큰이 있는 장소와 인접한 
다른 장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히어로가 그 기자 토큰과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자 토큰과 같은 장소에 있다가, 그 장소에서 해당 기자 토큰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행동이기 때문에 역시 노출 토큰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히어로의 노출 토큰이 3개가 되면, 그의 비밀 신분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때 그 
히어로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1.  그 히어로는 즉시 1피해를 입습니다.
2.  다음 차례에 그 히어로는 자신의 히어로 카드를 뒷면으로 스토리라인에 놓 

습니다. 이렇게 놓는 카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차례에 놓인 다른 
히어로 카드의 기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히어로의 비밀 신분이 노출되면, 그 히어로는 더 이상 노출 토큰을 받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BOARDMFACTORY.COM/marvelunited 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만나세요!

 
©2021 & Spin Master Games Logo™ - Spin Master Ltd. Used under license./- Spin Master Ltd.  All rights reserved.
Distributed by CMON under sub-license from Spin Master Ltd./Spin Master Ltd., 225 King Street West, Suite 200, 
Toronto, ON M5V 3M2 Canada.  CMON and the CMON logo are trademarks of CMON Global Limited.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의 구성품은 허락없이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피규어/플리스틱 구성품은 조립되어 있으며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13세 이하의 연령이 사용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