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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RPG 게임플레이와 로그라이크 형식의 임무를 즐기며 매번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게 되는 하스스톤® 용병단에서는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인기 영웅과 악당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펼친다. 무료 게임 모드 용병단에서,
플레이어들은 아제로스 전역의 전설적인 캐릭터들을 고용하고 수집하게 된다. 실바나스 윈드러너와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
등 커다란 인기를 얻은 50 여 명의 고유한 용병을 조합할 수 있다. 용병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강해지며(최대 레벨 30), 각기
3 개의 강화 가능한 능력과 시너지를 지닌 용병들을 조합하여 끝없이 다양한 분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스스톤 용병단 특징

•

용병 군대 결성 및 강화: 10 월 13 일 용병단 출시 후 튜토리얼을 완료하기만 하면 8 명의 용병을 받게 된다. 이
용병들로 파티를 꾸려서 즉시 현상 수배에 나설 수 있다. 계속 플레이하면 수집품도 풍성해진다. 용병단
프롤로그와 첫 현상 수배를 완료하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깜찍한 새 탈것 대장님을 받을 수도 있다.

•

신나는 현상 수배: 현상금을 쫓지 않으면 진정한 용병이 아니다. 현상 수배는 용병단 PVE 모드의 핵심 요소로,
용병의 레벨을 올릴 수 있어 PVP 모드에 집중하는 플레이어에게도 중요한 임무다. 수많은 현상 수배에 뛰어들어
무작위로 생성되는 적수를 상대하다 보면 현상 수배 우두머리를 마주하게 되므로, 매번 흥미진진한 게임이
펼쳐진다. 게임을 진행하면 추가 난이도가 열려, 더 커진 난관에도 도전할 수 있다.

•

짜릿하고 전략적인 PVE 및 PVP 전투: 용병단의 전투 시스템에서는 교활한 계략을 세우고 상대의 수를 한발 앞서
파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각 전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팀에서 전투에 참여할 용병을 고른 뒤,
매 턴 상대와 동시에 자신의 팀이 취할 행동을 선택하고 전투의 추이와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PVE 모드에서
현상 수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PVP 모드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하며 업적을 완료하고, 보상을 받고, PVP
순위표에 이름을 새길 수도 있다.

•

최강의 팀 구성: 파티를 구성할 용병은 세 가지 색 중 하나를 띠는데, 색은 역할을 나타낸다. 용병의 역할은 투사,
주문술사, 수호자로 나뉜다. 각 역할의 행동 유형은 다르며, 강점과 약점 또한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공격 시
투사는 주문술사에게 2 배의 피해를 주며, 주문술사는 수호자에게, 그리고 수호자는 투사에게 각각 2 배의 피해를
준다.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최강의 팀을 구성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할 것이다.

•

마을: 마을은 용병단의 중심지다. 마을에서는 수집품을 관리하고, 임무 보상을 받고, 용병단 상점에 입장하고, 현상
수배를 떠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스스톤 용병단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프레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