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터즈]의 모든 카드에서 '당신'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당신'은 카드를 쓰는 플레이어만을 의미합니다.

'강탈'을 하려는데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돈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플레이어 가운데서 돈이 제일 많은 이의 금화를 뺐으면 됩니다.

마녀 : 마녀를 쓰는 플레이어에게 개구리가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카드 1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개

구리가 있다는 것이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손에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루터즈]에서 모든 캐릭터들의 존재는 플레이어의 앞에 있을때만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마녀 역시 개구리가 그 플레이어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 드루이드 : 그럼 성직자와 드루이드에서의 개구리도 자신의 앞에 놓인 개구리 카드를 의미

하겠네요.

당연하죠. 손에 있는 카드에 생명 토큰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어 : 인어를 돌려주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빌려온 플레이어의 희생단계까지 마친 후입니다. 따라서 인어로 빌려온 약탈자를 희생단계때 희생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크 : 오크의 영향으로 희생되는 약탈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약탈자의 주인들이 정합니다. '플레이어들이 ~ 희생'하게''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플레

이어에게 '도발' 키워드가 있는 약탈자가 있다면, 그 약탈자부터 파괴해야합니다.

거지 : 거지를 사용해서 뺐어온 약탈자의 '등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장'은 현재 테이블 위에서 보이지 않다가 등장할 경우에만 발동됩니다.

네크로맨서 : 네크로맨서의 기능을 두 번째 등장때 사용한다면 다음 상대가 가져갈 수 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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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 큐브 : 젤라틴 큐브의 하트 마크는 1개입니다. 희생되는 약탈자의 위에 있던 큐브들+1개의 

개수로 생명토큰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프로모션 카드에 있는 거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대 : 광대를 사용해서 다른 약탈자를 다시 등장시키면 '등장' 기능도 다시 발동되는건가요? 생명 

토큰은요?

사실상 광대의 효과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다른 약탈자의 등장 기능을 다시 발동시키고, 생명토큰의 

개수도 초기화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명 토큰이 초기치보다 많았다해도 다시 초기화 된다는 점입니

다.

궁수 : 궁수의 등장으로 1피해를 입는 캐릭터는 누가 정합니까?

궁수를 사용한 플레이어가 정합니다.

왕 : 왕은 희생 단계 때 희생시킬 수 있나요?

네, 왕을 가진 플레이어가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왕비 : 왕비는 희생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공격이나 효과만으로 파괴되어야 합니다.

폭파범, 메두사 : 메두사가 있는 동안 '등장'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폭파범도 살아있는 약탈자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네, 폭파범은 힘이 무려 6입니다.

히드라 : 히드라는 두 번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른 두 플레이어의 약탈자를 공격할 수 도 있나요?

네, 그냥 공격을 온전하게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돈을 두 번 벌 수는 없습니다!

에라타
 

연금술사 : 아래 설명 부분의 '화학자' -> '연금술사'  (죄송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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