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

24-36” 3 10 1

편대 규모:  1~2기

사정거리

레트리뷰션 속사포 (대공) 12” 2 3+ 7

레트리뷰션 속사포: 이 무장은 상대측 항공기의 회피 

수치를 2만큼 상쇄한다.

50 점

아크엔젤 요격기 

회피 장갑 내구력

발사 정확도 화력



24-36” 3 10 1

8” 1 2+ 2

12” 4 4+ 3

소이탄두 탑재 미사일: 지상 건물에 명중 시, 피해 판정 여부
에 별개로 라운드업 단계에 추가 피해를 입힌다. 추가 피해 판정은 
3면체 주사위 3개를 굴린후, 그 합산 수치만큼의 피해를 건물에 반
영한다. 

아크엔젤 전술 폭격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소이탄두 탑재 미사일

쌍열 기관포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50 점
편대 규모:  1~2기



24-28” 2 12 2

12” 1 2+ 12

12” 1 2+ 10

벙커버스터: 지상 건물에 명중 후 피해 판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건물에 추가 피해를 입힌다. 피해 판정을 위하여 3면체 주사위 

하나를 굴린 후 그 결과값 만큼의 추가 피해를 건물에 반영한다.

세라핌 

6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헤븐파이어

벙커버스터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24-28” 2 12 2

12” 1 2+ 12

12” 2 4+ 11

세라핌 리탈리에이터 

6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헤븐파이어

집속탄 미사일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집속탄 미사일: 지상군 전력에 명중 후 피해 판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지상군 전력에 추가 피해를 입힌다. 피해 판정을 위하여 3면체 주
사위 하나를 굴린 후 그 결과값 만큼의 피해를 지상군에 반영한다.



24-36” 3 10 1

18” 1 4+ 11

커세어 

40 점
편대 규모:  2~4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플라즈마 포 (대공)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24-36” 3 10 1

18” 2 2+ 8

화력

브리건 

50 점
편대 규모:  1~3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아크 캐스터 (대공)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아크 캐스터: 적 항공기 유닛에 명중 시, 그 명중 대상으로부터 

8인치 내에 위치한 다른 항공기 유닛 하나를 대상으로 추가 공격

을 할 수 있다. 이 연쇄공격은 한 대상에게 1회만 적용 가능하다.



24-48” 2 11 2

24” 6 4+ 7

12” 1 3+ 7

12” 1 2+ 12

초음속: 이 유닛이 한 라운드에 30인치 이상 이동할 경우, 이 항공기
에 탑재된 모든 무장의 정확도에 1점의 가산 페널티가 가해진다.

아테나 

7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쌍열 레일 속사포 (대공)

스텔스 미사일 배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스텔스 순항 미사일: 지상 건물에 명중 후 피해 판정에 성공할 

경우,해당 건물에 3면체 주사위 1개 굴림값 만큼의 추가 피해를 입

힌다. 이 탑재 무장은 게임 중 최대 2발로 발사 횟수가 제한된다.



24-48” 2 11 2

24” 6 4+ 7

12” 1 3+ 7

12” 5 3+ 8

아르테미스 

7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쌍열 레일 속사포 (대공)

스텔스 미사일 배터리

슈팅스타 미사일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초음속: 이 유닛이 한 라운드에 30인치 이상 이동할 경우, 이 항공기
에 탑재된 모든 무장의 정확도에 1점의 가산 페널티가 가해진다.



20-48” 3 10 1

18” 3 3+ 7

24” 1 2+ 10

에너지 보호막: 이 유닛은 5+ 수동방어체계를 지니며, 적

의 공격을 받을 시 입은 피해 1점당 6면체 주사위를 굴려 5이
상의 주사위 눈 값이 나올 경우 그 피해를 무시한다.

워스피어 

60 점
편대 규모:  1~2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쌍열 중 이온포 (대공)

가우스 포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20-48” 3 10 1

18” 3 3+ 7

12” 6 4+ 5

코페쉬 

60 점
편대 규모:  1~2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쌍열 중 이온포 (대공)

중형 생체 분해기

중형 생체 분해기: 이 무장이 적의 지상군 전력에 명중할 경우, 

피해 판정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그 명중 판정 시 주사위 눈 값 6이 
나오면 자동으로 치명타 피해를 입힌다.

에너지 보호막: 이 유닛은 5+ 수동방어체계를 지니며, 적

의 공격을 받을 시 입은 피해 1점당 6면체 주사위를 굴려 5이
상의 주사위 눈 값이 나올 경우 그 피해를 무시한다.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24-36” 2 11 2

24” 2 4+ 7

24” 2 4+ 7

템페스트 요격기 

60 점
편대 규모:  1~2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헤일스톰 기관포 (대공)

헤일스톰 기관포 (대공)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헤일스톰 기관포: 이 무장은 상대측 항공기의 회피 수치를 2만

큼 상쇄한다.



6-30” 1 11 3

12” 4 3+ 7

12” 2 2+ 8

헬호그 

7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사탄' 체인건

코브라 미사일 (대공)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코브라 미사일: 이 무장은 상대측 항공기의 회피 수치를 2만큼 
상쇄한다. 게임 중 최대 2발로 발사 횟수가 제한된다.

틸트 젯: 이 유닛의 기동 시작 시점(비행 고도 설정 이전)에 일반 

비행 모드와 호버링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언 할수 있다.

호버링 모드: 이 유닛의 최대 이동력이 16인치로 감소하고, 90

도 선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특수 기동이 사용 금지된다.

비행 모드: 이 유닛의 회피 수치가 1 증가하고, 최소 이동거리가 

18인치로 늘어난다.



8-16” 1 11 4

6” 1 4+ 10

6” 1 5+ 13

9” 1 3+ 8

18” 2 3+ 6

배럴 바머

60 점
편대 규모:  1기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파쇄성 통 폭탄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초거대 폭탄

미사일 배터리

기관포 (대공)

파쇄성 통 폭탄: 적의 지상군 전력에 명중 후 피해 판정에 성공

할 경우, 3면체 주사위 1개 굴림값 만큼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이 탑재 무장은 게임 중 최대 2발로 발사 횟수가 제한된다.

초거대 폭탄: 지상 건물에 명중 시, 추가 피해를 입힌다. 추가 
피해 판정은 3면체 주사위 4개를 굴린후, 그 합산 수치만큼의 피해
를 건물에 반영한다. 

이 탑재 무장은 게임 중 최대 1발로 발사 횟수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