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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sion

게임소개

이 세계는 수천 년 동안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지켜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원의 틈새에 있던 거대한 장벽은 붕괴되었고 차원 저편에서 

"타락한 자"사마에루와 괴물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위기에서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전사의 한 사람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전투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영웅 그리고 도구를 소환해야 합니다. “타락한 자”와 그의 군대와 맞서

싸워 가장 많은 명예 점수를 획득하는 플레이어는 "신을죽인자"의 칭호를 싸워 가장 많은 명예 점수를 획득하는 플레이어는 "신을죽인자"의 칭호를 

얻을 것입니다. 

각 순서에 플레이어는 룬      파워     또는 기타 효과를 얻기 위해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플레이어는 룬을 지불하고 새로운 카드를 손에 넣고 

보드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몬스터를 잡는 데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 플레이어는 명예와 다른 보수를 입수합니다. 획득할 수 있는 

카드와 전투 가능한 몬스터는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항상

다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다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신의 죽음 연대기



 * 게임 보드 1 개
 * 명예 포인트 토큰 50 개 :
         1 명예 토큰 (투명) 25 개
         5 명예 토큰 (빨강) 25 개

 * 카드 200 장 :
        "견습생 (Apprentice)"8 장
        "민병대 (Militia)"2 장        "민병대 (Militia)"2 장
         초기 개인 4 세트 (40 장)

 * "항상 사용 가능한 "카드 60 장 :
        "광신자 (Cultist)"1 장
        "신비 주의자 (Mystics)"30 장
        "중장 보병 (Heavy Infantry)"29 장

 * 중앙열 덱 카드 100 장

구성물



각 플레이어는 "견습생" 8 장과 "민병대" 2 장 이루어진 초기 개인 덱을 1 세트씩

받습니다. 게임에는 초기 개인 덱을 4 세트 만들만한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명 미만으로 플레이 할 경우, 남은 "견습생"과 "민병대"는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개인 덱 카드를 잘 섞어 뒷면이 위로가게하여 5장을 드로우하고

나머지 5장을 뒤집어 덱을 만들어 놓습니다. 

"중장 보병" "신비 주의자" "광신자"를 게임 보드에 놓습니다. 이 카드는 왕국에

있는 인물을 나타내며, 자신의 순서에서 항상 취득(광신자는 공격)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인물을 나타내며, 자신의 순서에서 항상 취득(광신자는 공격)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카드를 뒷면 방향으로 잘 섞어 중앙 덱을 만듭니다. 

중앙 덱에서 6 장의 카드를 테이블에 1 열로 나열하고 이를 중앙 열이라고합니다. 

중앙 덱을 중앙 열 옆에 놓습니다. 

중앙 덱의 옆은 "공백(void)"으로 비워 둡니다. 중앙 열 몬스터가 공격당해 

쓰러지거나, 다른 카드가 버려지게되었을 때, 그 카드들은 그 공백으로 가게됩니다.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명예 토큰을 테이블에 둡니다. 

큰 붉은 토큰은 5 점, 작은 투명 토큰은 1 점의 가치를 가집니다. 큰 붉은 토큰은 5 점, 작은 투명 토큰은 1 점의 가치를 가집니다. 

2 인 플레이 = 60 명예

3 인 플레이 = 75 명예 

4 인 플레이 = 90 명예 

시작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게 임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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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웅카드이름

카드 종류

파벌

[어센션]에는 4 개의

파벌이 있고 각 전투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파벌 

1 개를 의미합니다.

명예포인트

그 카드가 가진 명예점수.

게임 종료시 카드점수와

토큰점수 합산으로 가장 

많은 명예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됩니다.

비용

해당 카드의 사용을 위해 

지불할 룬의 수입니다.

효과

플레이시 그 영웅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영웅은 "타락한 것"과의 싸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플레이어가 모집한 
전사들입니다. 게임동안에 플레이어는 덱에 영웅 카드를 몇 장이라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손에서 영웅 카드를 플레이했을 때, 플레이어는 
그 카드에 씌여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웅 카드는 자신의 턴 종료시 버리는 곳(discard pile)으로 갑니다.

카드설명글

각 파벌과 카드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센션"에는 영웅, 도구, 괴물 3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도구는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많은 무기, 마법

아이템, 환상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영웅 카드와 달리 일단 플레이 된 도구는

턴이 끝나도 버리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앞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순서에 도구를 몇 장이라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턴마다 도구의 효과를 1 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 구
카드이름

파벌

[어센션]에는 4 개의

파벌이 있고 각 전투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파벌 

1 개를 의미합니다.

명예포인트

그 카드가 가진 명예점수.

게임 종료시 카드점수와

토큰점수 합산으로 가장 

많은 명예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됩니다.

비용

해당 카드의 사용을 위해 

지불할 룬의 수입니다.

효과

플레이시 그 도구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카드설명글

각 파벌과 카드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것"의 앞잡이인 괴물들이 세계를 파괴하려합니다.
몬스터를 쓰러뜨리면 플레이어는 명예 점수나, "신을죽인자"의 칭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괴물을 처치하면 보상내용을 해결하고, 명예 점수만큼 명예 토큰을 가져옵니다.

괴 물

보상

이 몬스터를 처치하면 

플레이어가 획득하는 

보상이나 다른 플레이어가 

입게되는  페널티입니다.

파워

이 몬스터를 쓰러뜨리기

위한 파워수치입니다.

카드이름



게임의 진행

일반적인 규칙 
중앙열 카드가 6 개 미만이 되면 즉시 6 장이 되게 중앙 덱에서 카드를 
테이블 위해 보충합니다. 개인 덱에 드로우 할 카드가 없으면 버린더미를
잘 섞어 다시 개인덱을 만듭니다. 
플레이 한 영웅 카드는 턴이 끝나면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턴에 버리는 더미를 다시 섞어 개인덱을 만들경우, 이번 턴에 플레이 한
영웅 카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영웅 카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턴 중 획득(취득)한 카드는 버리는 곳으로 갑니다.
많은 카드에는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의 문장이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의 문장에 따릅니다.
 
예 : "로켓 Courier X - 99 (Rocket Courier X - 99)"에는 
"턴마다 1 회, 다른 메카의 도구를 받을 때, 그 카드를 바로 플레이 할
수있다"고 씌여 있습니다. 이것은 "획득한 카드는 버리는 곳에 둡니다"수있다"고 씌여 있습니다. 이것은 "획득한 카드는 버리는 곳에 둡니다"
라는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턴의 자세한 내용
 1. 룬   , 파워   , 명예    를 얻기 위하여, 덱에서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앞으로의 턴을 위해 영웅 카드나 도구를 획득합니다. 
    보상이나 명예 점을 얻기 위하여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2. 카드 획득과 괴물 처치를 한 후 플레이한 영웅 카드를 모두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3. 개인 덱에서 5장의 카드를 드로우 합니다.



덱에서 영웅 카드를 플레이하려면 플레이어는 그 카드를 앞면이 보이게 두고
그 효과를 읽고 카드의 지시에 따릅니다.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한 턴이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예 : "늑대의 무당 (Wolf Shaman)" “    을 얻는다. 카드를 1 장 드로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을 지불하기 전에 카드를 1 장 드로우 
    하고 필요한 다른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도구도 영웅과 같게 플레이하지만 도구는 턴 마다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도 영웅과 같게 플레이하지만 도구는 턴 마다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여러 능력을 가지고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턴마다 각각 1 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이그드라실 지팡이 (Yggdrasil Staff)"에는 "턴에 1 번      을 얻고
턴에 1 회,    를 지불하고  3 을 얻을 수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턴을 시작하면    을 얻고, 턴 중 언제라도     를 지불하고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웅 / 도구 획득

영웅 / 도구 획득은 룬이 필요합니다. 룬은 덱에서 영웅 카드, 도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느 정도의 룬을 획득하는지의 여부는 각 카드의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룬을 지불할 경우 플레이어는 턴 중 
몇 장의 카드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지와 말하는 사람
(Landtalker) "의 
획득 비용은 6 룬

 카드를 플레이하는 경우 3 룬을 획득합니다.



괴물 처치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도 덱에서 영웅 카드, 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카드가 파워를 공급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획득할 수 있는지는 
카드의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룬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장 보병"의 파워

괴물 처치 수치는 카드 괴물 카드 오른쪽
상단의 파워 수치 입니다.

"고뇌하는 영혼 (Tormented Soul)"

의 처치 수치

괴물을 쓰러뜨리면 플레이어는 보상을 
받게됩니다. 보수에는 명예점수가 포함되고 
플레이어는 명예표시에 기록된 만큼의
명예 점수를 획득합니다. 몬스터가 보상의 
일부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효과가 즉시 해결합니다 
(이번턴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이번턴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쓰러진 괴물은 공백(void)에 놓이고
중앙열에 새로운 카드를 채워놓습니다.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플레이어는 
턴 동안 여러 괴물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영혼"의 보상



턴 종료
손에서 카드를 플레이하고 영웅 카드나 도구를 획득하고 괴물을 쓰러뜨린 후
플레이어는 플레이 한 모든 카드를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손에 카드를 보충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덱에서 카드 5장을 드로우 합니다. 
덱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버리는 더미를 잘 섞어 개인덱을 다시 만듭니다.
턴이 끝나면 시계 방향에 있는 다음 플레이어의 턴이 됩니다.

게임 종료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준비한 명예 토큰이 바닥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2 인 플레이 = 60 명예 점수
 3 인 플레이 = 75 명예 점수
 4 인 플레이 = 90 명예 점수

이 명예점수는 게임 시작시 명예포인트 토큰으로 표시합니다.
누군가 마지막 명예 포인트 토큰을 획득하면, 시작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마지막 플레이어가 턴을 끝마쳤을 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플레이어가 턴을 끝마쳤을 때 게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각 플레이어는 동일한 횟수의 턴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 새벽 석판 (Tablet of Time 's Dawn)"과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얻을 수있는 추가 턴은 계산하지 않음). 명예 포인트 토큰이 떨어진 후에도
플레이어는 명예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획득한 명예 점을 기록하기 위해 남은 명예 포인트 토큰을 사용하십시요.

각 플레이어의 개인덱에 있는 카드도 카드 왼쪽 하단에 명예 점수가 있습니다.
게임 종료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획득한 명예 포인트 토큰과 영웅 / 도구 게임 종료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획득한 명예 포인트 토큰과 영웅 / 도구 
카드에 의한 명예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가장 많은 명예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가됩니다!

동점인 경우, 턴을 제일 늦게 시작한 플레이어가 승자가됩니다.



Q. 룬, 파워, 명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룬은 새로운 영웅 / 도구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워는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예 점수는 게임의 승자를 결정하기위한 것입니다. 
    각 카드의 명예 점수(카드 왼쪽 아래)와 게임 중에 획득한 명예 점수의
    합계입니다.

Q. 괴물을 중앙열에서 추방하는 것과, 괴물을 처치하고 공백으로 추방의 Q. 괴물을 중앙열에서 추방하는 것과, 괴물을 처치하고 공백으로 추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괴물 사냥 때, 플레이어는 카드에 표시 된 보상을 받게됩니다. 
    단순히 괴물을(카드 추방 능력을 사용하여) 추방하면, 플레이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추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더 강력한 영웅 카드를 획득함에 따라, 플레이어는 그 카드가 핸드에 
    올 확률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견습생"와 "민병대"같이 약한 카드를     올 확률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견습생"와 "민병대"같이 약한 카드를 
    덱에서 추방하면, 플레이어는 강력한 카드를 더 자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카드는 명예점수가 있으며, 카드를 추방하면 명예점수도 잃게 
    되는 것에 주의하십시요.

Q. 중앙 덱에 있는 카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A. 중앙 덱의 카드가 부족하면 공백에 놓여져 있는 카드를 잘 섞어 새로운
    중앙 덱을 만듭니다. "견습생" "민병대" "신비 주의자" "중장 보병"이
    공백에 놓여져있는 경우, 그 카드는 중앙열에 펼쳐졌을 때 즉시 제거    공백에 놓여져있는 경우, 그 카드는 중앙열에 펼쳐졌을 때 즉시 제거
    됩니다.

FAQ 및 도움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