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th Angel Space Marine Pack 1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전투 팀 2로 각 팀용 액션 카드.
 -전투 팀 카드 8매.이것은 원래의 전투 팀 마커와 바꿔 넣어 사용합니다.

Death Angel Mission Pack 1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로케이션 카드 12매.
 -「돌파구(Hull Breach)」구획 카드 1매.
 -아드레날린·진스틸러카드 4매

마린팩에는 Space Hulk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본래는 전투 팀 마커(원형)를 사용했지만 확장에서는 새로운 전투 팀 카드가
동봉되어 이것으로 랜덤한 팀의 결정에 사용합니다. 새로운 전투 팀은 본래
스페이스 헐크에 관한 모든 룰에 따르고, 독자적인 액션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확장의 액션 카드에는 숫자 다음 "B"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액션 해결
페이즈에서 2 개의 액션 카드의 번호가 같은 경우, "B"가 씌여져 있는 액션
카드를 다른 하나의 액션 카드 해결 이후에 해결합니다.카드를 다른 하나의 액션 카드 해결 이후에 해결합니다.

참고：회색의 전투 팀(Chaplain Raziel와 Brother Metraen가 있는 팀)을 
사용해, 「모욕의 갑옷(Armour of Contempt)」액션 카드를 플레이 했을 경우,
그 플레이어의 각 스페이스 마린은, 남아 있는 지원 토큰에 대해서만＋1의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사위 굴림치가 부족하여 지원 토큰을 소비해
다시 굴림을 하였다면 그 시점에 카드 위에 남아 있는 지원 토큰에 대해서만
+1의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팩에는 Space Hulk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로케이션 카드, 구획 카드,
아드레날린진스틸러 카드(새로운 종류의 진스틸러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 카드는 다른 미션을 위한 것입니다. 로케이션 덱을 준비할 때,
원래 뒷면이 녹색인 로케이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뒷면이 빨강색인 변형
버전의 로케이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고 Death Angel 규칙 설명서의
7 페이지에 따릅니다 . 이 Mission Pack의 로케이션 카드는 기본 게임보다
적은 점에 주의하십시오.적은 점에 주의하십시오.

아드레날린·진스틸러카드는, 다른 진스틸러카드와 같게  취급합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약간 다릅니다.
아드레날린·진스틸러카드는 진스틸러 덱이나 블립 더미에 섞이지 않습니다.
특정 로케이션 카드에 의해 언급외어졌을 경우에만, 블립 더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현합니다. 아드레날린·진스틸러는 이동 아이콘이 2개이고,
그 스웜은 둘 중 하나의 이동 아이콘이 발동했을 경우 이동합니다.

플레이어가 아드레날린·진스틸러가 있는 무리를 향한 공격에 성공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그 무리의 일반 진스틸러 대신에 아드레날·진스티라를 지정하여
제거할 수 있다.

아드레날린·진스틸러가 있는 무리가 마린에게 공격할 때 “0”이 
나왔다면, 포메이션 쉬프트를 실시한 후에 그 무리는 다시 공격을
실시합니다. 

「돌파구(Hull Breach)」는 새로운 구획 카드입니다. 다른 
구획 카드처럼 일반적인 구획 카드의 룰에 따릅니다.
새로운 로케이션 카드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신도우 -> 뱅뱅뱅
이 번역 문서는, 게임에 동봉된 룰 카드를 바탕으로, 신도우가 일역한 내용을
뱅뱅뱅이 개인의 책임하에서 번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후 변역에 의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신도우, 뱅뱅뱅에게
있으며 Fantasy Flight Games사 및 다른 단체에는 일절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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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팩의 모든 카드는 Space Marine Pack 아이콘이 그려져
원래 Death Angel 기본 게임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

미션팩의 모든 카드는 Mission Pack 아이콘이 그려져
원래 Death Angel 기본 게임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