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즌 변경 적용 안내
플레이어용
성장 통과점
캐릭터의 성장 통과점을 모두 제거하고 즉시 레벨을 하나 올립니다. 9시즌 ALPG 규칙에 따라, 이 성장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보물 통과점
모든 보물 통과점을 제거합니다.

마법 물건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신의 캐릭터는 이미 소지한 마법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9시즌 ALPG에 소개된
마법 물건 보유 제한에 맞아야 합니다. 마법 물건 보유 제한보다 많거나 적은 물건을 가진 캐릭터는 아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캐릭터가 보유 제한보다 더 많이 영구적인 마법 물건들을 지니고 있다면,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을 물건들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
오. (최대 보유 제한 만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법 물건들은 모두 저장 상태가 되며, 이후 캐릭터의 마법 물건 보유 제한이 늘어나게 되
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션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있는 물건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
제한이 늘어날 때 획득 처리하고도 남아 있는 영구적 마법 물건들은 모두 완전히 제거됩니다.
만약 캐릭터가 보유한 마법 물건의 갯수가 마법 물건 보유 제한보다 적다면, 모험을 통해 잠금해제한 영구적 마법 물건들을 제한과 현재 보유
물건 수의 차이만큼 선택합니다. (상시 해제 품목이거나 시즌에 따라 잠금해제된 목록등은 모험을 통해 잠금해제한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전설 등급 물건
4등급보다 낮은 레벨의 캐릭터들은 전설 등급 물건을 보유하지 못하지만, 저장해 둘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물건은 이후 캐릭터
가 4등급에 도달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마법 물건
이해의 서(Tome of Understanding) 나 골렘의 설명서(Manual of Golems) 등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마법 물건들은 캐릭터의 마법 물건 보유
제한 갯수에 포함됩니다. 이 물건들을 제거하게 된다면, 해당 물건으로 얻게 된 지속적인 효과까지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에 대한 안내는 이후 ALFAQ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DM용

성장 통과점
성장 통과점은 모두 제거되며, 당신은 이렇게 제거한 성장 통과점 8개마다 하나씩의 DM 보상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버림) 이 DM 보상은 당신
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다른 보상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C 모험을 통해 받은 보상은 오직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9시즌 DM 보상 문서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보물 통과점
모든 보물 통과점을 제거합니다.

마법 물건
DM 사명을 통해 잠금해제한 마법 물건들은 당신의 캐릭터 중 주고 싶은 캐릭터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구적 마법 물건을 얻
은 경우 역시 캐릭터의 마법 물건 보유 제한에 해당됩니다.

DM 보상.

DM 사명 보상을 통해 캐릭터 선택지(맹세파기자 등)를 잠금해제하는 것은 변함없이 가능합니다.

재판매 금지. 개인적 용도로만 출력 및 사용 가능
9 시즌 변경 적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