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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기초
플라이트윙 커맨더(Flightwing Commander)는 드랍존 커맨더 게임 속의 다양한 고속 항
공기 모형들을 이용하여 플레이 하도록 구성된 일종의 미니 게임입니다.  플라이트윙 커
맨더 게임 속의 모든 유닛들은 고유의 능력치를 지니고 있으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 회피 장갑 내구력 

24-36” 3 10 1

편대 규모:  1~2기

사정거리 발사 정확도 화력

레트리뷰션 속사포 (대공) 12” 2 3+ 7

레트리뷰션 속사포: 이 무장은 상대측 항공기의 

회피 수치를 2만큼 상쇄한다.

50 점

아크엔젤 요격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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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 유닛이 소속된 세력의 상징물.

명칭 - 유닛의 이름.

배치 비용 - 항공기의 전장 배치 비용.

편대 규모 - 1개의 편대당 배치 가능한
항공기의 최대 수량. 

능력치:
이동 - 유닛의 최소/최대 이동력

(인치 단위).
회피  - 항공기의 회피 능력.

이 수치만큼 상대방의 공격 명중 판정에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장갑 - 유닛의 장갑방호력. 이 수치
가 클수록 적의 공격에 더 잘 버팁니다.

내구력 - 유닛의 내구력.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의 HP 개념입니다.

탑재 무장:
사정거리 - 항공기에 장착된 각 무장의 최대 유효 사정거리(인치 단위).

발사 - 각 탑재 무장의 발사 횟수.

정확도 - 탑재 무장의 명중률. 6면체 주사위를 굴려 이 수치 이상의 값이나오면
공격이 명중한 것입니다.

화력 - 탑재 무장의 관통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특수 규칙 - 해당 항공기 유닛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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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플라이트윙 커맨더는 일반적으로 6면체 
주사위를 사용하여 게임이 진행됩니다. 

가끔  3면체 주사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
나, 이는 6면체 주사위의 면들을 3분할 하
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6면체 주사위 값 1, 2 = 1로 계산)

때때로, 이러한 주사위의 결과 값에 일련
의 보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첫번째 유형은 가산 페널티로, 주사위 굴
림의 성공 판정 요구값을 해당 수치만큼 
증가시켜 성공률을 하락시킵니다.

두번째 유형은 감산 보너스로, 주사위 굴
림의 성공 판정 요구값을 해당 수치만큼 
감소시켜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원래 6면체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3 이
상의 값이 나오면 명중하는 항공기 무장에 2점의 가
산 페널티가 가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이제 6면체 주사위 하나를
굴린 후 5 이상의 주사위 눈이 나와야만 공격이 명중
하게 됩니다.

다수의 보정값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련의 가산과 감산 보정치를 합산하여 무기의 
명중 판정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공기 무장의 명중 판정에서 주사위 

굴림값 1의 결과는 무조건 실패로 간주됩니다. 

간혹 특정한 주사위를 다시 굴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사위 
재굴림은 단 한번씩만 허용됩니다. 

즉, 하나의 주사위를 2번 연속하여 다시 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측정
게임 내의 모든 거리 측정은 인치 단위의 
줄자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중 언제나 자유롭게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야 판정
플라이트윙 커맨더의 시야 판정은 드랍
존 커맨더 본편의 게임 규칙과 비교하여 
약간 다르게 진행되며, 이는 광활하고 입
체적인 항공전 환경의 추상적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추가적 언급이 없
는 한 플라이트윙 커맨더 게임상의 모든 
유닛들의 시야는 전방 90도의 범위로 제
한됩니다.

또한 입체적 구조의 하늘에서 펼쳐지는 
전투인만큼, 항공기 유닛은 서로의 시야
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피아식별

당신이 테이블 위에 배치한 모든 유닛들
은 아군으로 판정되며, 상대측 플레이어
의 모든 유닛들은 적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아군 항공기 유닛이 주변의 일부 혹
은 모든 아군 유닛들에게 버프 등 일정한 
영향을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 능력은 해당 유닛 자신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유닛과 편대
플라이트윙 커맨더 게임 상의 항공기들
은 유닛과 편대의 형태로 분류됩니다.

유닛은 하나의 개별적인 항공기 모형을 
말하며, 이러한 유닛들이 모여 하나의 편
대를, 다수의 편대가 모여 마침내 비행대
가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편대 내의 각 유닛들은  특정한 대형을 
유지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어디로든 날
아갈 수 있습니다.  - 어쨌든, 고속 항공기
의 시점에서 하나의 도시 구획이란 지상 
위의 작은 점에 불과한 수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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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 기동
게임은 여러 개의 라운드로 구성되며, 
각 라운드는 몇 개의 개별적 단계들로 
나누어집니다. 

단계 1: 우선권 굴림

각 플레이어는 6면체 주사위를 1개씩 굴

려, 보다 높은 주사위 눈 값이 나온 플레
이어부터 유닛의 기동을 시작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누군가 주사위 눈 값이 

6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

갑니다.

다만, 2명 이상이 주사위 결과값 6이 나

온 경우에는 모두 다시 굴립니다.

단계 2: 기동
첫번째 우선권을 가진 플레이어부터, 아
직 움직이지 않은 항공기 편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동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편대가 수행 가능한 임
무 개요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임무 개요에 대한 사항은, 이 페이지 오른쪽

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기동 단계에서, 편대 내의 모든 유닛들은 
일괄적으로 이동을 완료 한 후에 개별 무
장의 사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총 2기로 구성된 아크엔젤 요격기 편대가
기동을 시작하여, 2기의 요격기 모두 이동을 
완료 한 후에 각자 개별적인 목표물에 탑재 
무장으로 공격 가능.

첫번째 우선권을 지닌 플레이어가 하나
의 편대를 기동 완료 후, 바로 그 다음 우
선권을 지닌 플레이어가 하나의 편대를 
선택하여 기동을 진행하는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모든 플레이어의 편대
가 모두 기동을 마칠 때까지 이 단계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들이 배치한 모든
비행 편대가 기동을 완료하면,  3단계로
전환됩니다.

단계 3: 라운드 업

라운드업 단계에 반영되도록 명시된 특수
규칙과 기타의 부가적 효과들이 즉시 적용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혼선이나 의견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각자 6면체 주사위를 하나씩 
굴려서 가장 높은 눈 값이 나온 사람의 중
재나 타협안을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수 규칙 적용이 완료 된 후에는, 기동 단
계에서의 각 임무 개요 완수 여부에 따른 
승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게임 시작 전 플레이어 사이에 협의
된 게임 라운드 횟수가 모두 진행되었다면 
게임이 여기서 종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다음 라운드로 전환됩니다.

임무 개요

편대가 기동을 시작할 때, 아래의 임무 개요 사

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비행대가

전장에서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

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파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하드 타겟 임

무 개요는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에어 타겟

해당 편대가 이 라운드에 격추한 적의 비
행 편대 하나당 1점의 승리점수를 획득.

소프트 타겟

해당 편대가 이 라운드에 파괴한 적의 지상
군 전력 하나당 1점의 승리점수를 획득. 
하드 타겟

해당 편대가 이 라운드에 파괴한 지상건물  
하나당 3점의 승리점수를 획득. 

이동
편대의 비행고도를 선택한 후, 각 유닛들
을 최소 이동력 ~ 최대 이동력의 범위 내
에서 이동시킵니다.

특수 기동 없이는, 직진만 가능합니다.

their maximum MV value. A unit doesn’t have to move its full MV, but any remaining 
distance is lost.

Units must move directly fo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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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
실제 항공전은 입체적인 3차원 구조의 
창공에서 펼쳐지지만,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은 2차원의 평면 구조입
니다.

따라서 게임의 편의 상, 임의로 3가지의 
비행고도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고고도
항공기가 일반적으로 전투수행 가능한 
고도 위로 상승하여, 편대가 테이블 위에
서 사라집니다. 고고도로 상승한 편대는 
상대방 플레이어의 편대를 공격할 수 없
으며,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
다.

편대가 고고도에서 기동을 개시할 경우, 
하강을 하여 다시 테이블 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7페이지의 전장 진입 규칙

을 참고해주십시오.

중고도(근접 교전)
플라이트윙 커맨더의 일반적인 전투가 
진행되는 비행고도입니다. 이 고도에서는 
항공기 모형과 지상 건물을 비롯한 그 어
떤 것도 유닛의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같은 중고도 비
행 유닛으로만 공격 가능합니다.

저고도
항공기가 지상에 근접하여 내려온 상태

입니다. 이 고도에서의 비행은 위험하지

만, 지상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올라갈뿐

만 아니라 지상 건물 사이로 엄폐하여 

저고도/중고도로부터 가해지는 적의 공
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고도에서 기동을 시작하기 전에 
급기동 위험 판정을 1회 거쳐야 하며, 
이 고도에서 비행 중 건물에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즉시 파괴됩니다.

급기동 위험 판정
유닛의 이동 중 급기동 위험 판정이 필요
할 경우, 6면체 주사위 하나를 3면체처
럼 취급하여 굴립니다.

만약 주사위의 눈 값이 해당 유닛의 회피 
능력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판정을 통과
하여 일반적으로 기동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주사위의 눈 값이 해당 유닛의 회
피 능력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 제어 실패
로 1점의 내구력을 잃은 후 기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급기동 위험 판정의 주사위 눈 값이 6인 
경우에는 즉시 추락하여 파괴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승점에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2기 이상의 항공기로 구성된 편대의 모
든 유닛이 이 판정을 해야할 경우에는, 
6면체 주사위 하나를 굴린 후 그 결과를 
편대 내의 모든 유닛에 일괄 적용합니다. 

즉, 편대 단위로 급기동을 실시할 경우
위험성이 올라가므로 가능한 이 선택지
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고도에서 적의 지상군이나 건물 타격시 항공기

탑재무장의 정확도 1점 감산 보너스가 적용됨.

※ 저/중고도 항공기와 저고도 항공기 사이에 건물

이 위치할 경우. 양측 모두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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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turn for aircraft, although at the 
speeds they travel, this turn is representative 
of a larger arc.

Turn the unit up to 90 degrees in either 
direction.

180° Breakneck Turn
The pilot uses the full potential of the 
aircraft to turn completely around, changing 
the dynamic of a dogfight. However the G-
Forces the pilot suffers are very high.

Take a Dangerous Maneuver test and then 
turn the unit up to 180 degrees in either 
direction. The unit suffers a +1 Accuracy 
penalty to all it’s weapons until the 
beginning of it’s next activation.

루프 오버 (코브라 기동)
항공기의 기수를 급격히 들어올리며 날
아올라, 증가된 공기 저항면적으로 비행
속도를 급격히 줄이며 다시 내려옵니다.

자신의 뒤를 추격하던 적기의 뒤를 잡을 
수 있는, 영화 속의 바로 그 기술!!! 

급기동 위험 판정 필요.

유닛의 최대 이동력 절반까지, 전투기의 

진행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후진 할 

수 있습니다. 

급강하 폭격
급기동 위험 판정 필요.  해당 라운드 동
안 적의 지상군 전력이나 건물에 대한 
공격이 자동 명중하며, 만약 그에 대한 
피해 판정에 성공할 경우 치명타로 간주
됩니다. 

대신, 급강하 폭격의 대가로 적의 표준
형 대공화기로부터 1회 공격 받습니다. 
상대측 플레이어가 2명 이상이라면, 주
사위를 굴려서 무작위로 선정 하십시오.

회피 기동
< 6시 방향에 적기 출현! >

급기동 위험 판정 필요. 유닛의 수동방
어체계에 2점의 보정치를 더합니다. 만
약 해당 유닛이 수동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 라운드 동안 5+ 수동방
어체계 능력을 획득합니다. 

대신, 모든 탑재 무장의 정확도에 1점의 
가산 페널티를 받습니다.

특수 기동
특수 기동은 일반적인 비행 방식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위험하기에, 대다수의 고
속 항공기 파일럿들은 이를 전술적인 목
적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투 비행 중 대담한 위
업의 달성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과 처참한 죽음의 경계에 발을 들인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닛은 기동 중 자신의 회피 수치 만큼의 
특수 기동을 시도할 수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특수 기동을 이어서 실행할 
경우 각 특수 기동 실행 지점간에 최소 
[8인치 - 유닛의 회피 수치만큼의 인치] 
만큼 유닛을 이동시켜야합니다.

만약 유닛이 동일한 특수 기동을 2회 연
속으로 시도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특수 
기동 실행 지점 사이의 필수 이동 거리가 
그 두배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의 회피 수치를 지닌 아크엔
젤 전술 폭격기는 한번의 기동 중 총 3회
의 특수 기동을 시도할 수 있고, 그 대신

[8 -아크엔젤의 회피 수치 3] 만큼의 인치

즉, 각 특수기동 실행 지점간 최소 5인치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특수 기동을 연이어서 실행
한다면, 그 두배인 10인치로 증가하게 되
지요.

90° 선회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90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 급기동 위험 판정 불필요

180° 급선회
항공기의 진행방향을 180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급기동 위험 판정을 해야하며, 
이 유닛의 다음번 기동 차례가 오기전까
지 모든 탑재 무장의 정확도에 1점의 가
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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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유닛은 1회의 기동 단계동안 발사 가능
한 모든 무장을 동원하여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무장마다 각기 
다른 목표물을 지정하여 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목표물 선정
무장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목표물에 대
한 시야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닛의 시야는 전방 90도 범위입니다.

아군 유닛으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값이 무장의 유효 사거리 이내라
면, 발사 가능합니다.

항공기 유닛이 다른 항공기 유닛을 공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공) 키워드가 
포함된 무장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명중 판정
탑재 무장의 발사 수치와 동일한 수량의 
6면체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
서 나온 눈의 값이 무장의 정확도 수치 
이상이라면 공격이 명중한 것입니다.

목표물의 회피 능력치를 포함한 일련의 
보정값은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모두 합
산하여 적용되며, 그 보정치와 별개로 주
사위 눈 값 6은 언제나 명중 취급입니다.

목표물이 건물일 경우에는 무장의 정확
도에 상관 없이 일괄 정확도 2+의 수치
를 적용 후 보정치를 더하여 판정합니다.

피해 판정
그 다음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피해를 
주었는가의 여부를 판정할 차례입니다. 
발사한 무장의 성공한 명중 판정 하나당 
1개의 6면체 주사위를 굴린 후 그 결과값
에 해당 무장의 화력 수치를 더합니다. 

그 합산값이 목표물의 장갑 수치 이상일 
경우, 1점의 내구력 피해가 가해집니다.

만약 합산값이 목표물의 장갑 수치를 2 
이상 초과할 경우, 치명타 작렬로 2점의 
내구력 피해를 받습니다.

※ 주사위 눈 값 1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피해 반영

하나의유닛에 대해 가해진 모든 피해 판정
을 반영합니다. 

성공한 피해 판정 하나 당 1점의 내구력이 
감소되며, 내구력 수치가 0으로 줄어든 유
닛은 파괴되어 테이블 위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해당 유닛이 수동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1점의 피해 당 1개의 6면체 주사
위를 굴려 그 결과값이 수동방어체계의 수
치 이상일 경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장 진입
모든 비행편대는 게임 시작 단계에 고고도
에 위치하며 테이블의 어느 가장자리로부
터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유닛이 아군 플레이어측 테이블 가장자리
로부터 나올 경우, 그대로 기동 가능.

• 유닛이 적과 아군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테이블 가장자리로부터 나올 경우, 상대측
플레이어 중 한명의 대공화기에 1회 사격
받고 기동을 시작함.

• 유닛이 적군 플레이어 쪽 테이블 가장
자리로부터 나올 경우, 해당 적군 플레
이어의 대공화기에 3회 사격받고 기동
을 시작함.

지상 대공화기
지상 대공화기로부터의 사격은 언제나 목
표 항공기로의 시야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수의 대공화기를 동시에 발사
할 경우, 이를 통제하는 플레이어는 여러 
목표물에 나누어 쏠 수 있습니다.

발사 정확도 화력 특수규칙

인류개척지연합군
대공화기

3 3+ 7 회피 -3

2 3+ 8

2 2+ 7

4 4+ 6

1 2+ 8

회피 -1

회피 -2

회피 -2

회피 -4

스커지
대공화기

신인류공화국군
대공화기

샬타리 부족
대공화기

인류저항군
대공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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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건물
지상 건물은 플라이트윙 커맨더의 전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써, 게임의 편의를 위
하여 드랍존 커맨더 본편에 비해 그 규칙
의 내용들이 다소 간략화되었습니다.

게임 내의 모든 지상 건물들은 크게 경량, 
중간, 중량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
습니다.

테이블 위의 도심 구역에 어떠한 등급 
기준을 적용할 지는 게임 시작 전 협의를 
통해 간편하게 결정 하세요! 

※ 드랍존 커맨더 본편의 게임 규칙과 달리, 이 게임
속의 건물은 치명타를 받을 경우 2점의 내구력 피해
를 입습니다.

비행대의 편성
여러분의 비행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우선
적으로 상대측 플레이어와 게임의 규모를 
협의해주십시오. 

게임의 규모는 자신의 편대 배치 비용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에이스 파일럿 & 구사일생

비행대를 편성할 때, 여분의 배치비용 
한도 내에서 에이스 파일럿과 구사일생 
스킬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들은 한번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에이스 파일럿 - 20 점

급기동 위험 판정 주사위 굴림 직후 사용 
가능. 주사위 결과 값을 1로 바꿉니다.

구사일생 - 10 점

모든 종류의 주사위굴림 직후 사용 가능. 
선택한 하나의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
습니다.

시나리오
플라이트윙 커맨더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플라이트윙 커맨더
의 스토리 내러티브는 그 환경과 교전의 
당위성에 걸맞는 테이블 디오라마 - 필
시 항공 지원을 부를 수 밖에 없었던 치
열한 지상 전투의 적절한 상황 묘사 - 
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극대화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드랍존 커맨더 본편
의 지상전 게임이 펼쳐지던 테이블을 그
대로 사용하고, 곳 곳에 대치 중인 기갑
차량과 추락한 수송선, 그리고 여러가지
지형들을 함께 배치한다면 몰입감이 한
층 살아날 것입니다.

배치
테이블 위에 지형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 
한 후, 플레이마다 주사위를 하나씩 굴립
니다. 보다 높은 결과값이 나온 사람이 
먼저 테이블의 한쪽 가장자리를 선택하
고,  그 후부터 차순위대로 남은 테이블 
가장자리 중 한쪽면을 지정해나갑니다. 
이어서, 게임의 총 라운드 수를 협의합니
다. 일반적으로 약 4~6 라운드가 적절한 
선택입니다.

지상군 전력
마지막 순서로, 테이블 위에 지상군 전력
을 배치합니다. 지상군은 각 플레이어별
로 총 배치 편대 수의 2배수로 놓아두면 
적절할 것입니다.

지상군 전력은 종이 토큰이나 모형 등 어
떠한 소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배치할 
때 서로간에 6인치 이상의 간격을 두고 
놓아야 합니다.

장갑

인류개척지연합군 15 3 -

스커지 13 3 +2 회피

신인류공화국군 14 4 -

샬타리 부족 12 3 4+ 수동방어체계 

인류저항군 11 3 치명타 피해 면역

장갑

경량 8

중간 10 15

중량 12 20

내구력

내구력 특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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