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imyo(영주): Combat Value 6
부대카드에 배치. 모든 영주를 잃으면 게임에서 
패배한다.

Samurai Bowman: Combat Value 6
원거리 공격 유닛, 전투 능력 강함.

Ashigaru Gunner: Combat Value 4
농민 부대. 원거리 공격 유닛 강력한 관통력 하지
만 명중률과 재장전이 오래 걸린다.

Samurai Swordsman: Combat Value 5
samurai elite class, 근접 유닛

Samurai Ronin: Combat value 5
주인이 없는 무사. 고용할 수 있는 전사. 라운드에 
한 번만 2개 이상 고용할 수 있다.
Ashigaru Spearman: Combat Value 4
농민 부대, 야리라는 긴 창을 사용.

용어 설명:
부대 카드: 영주가 있는 독립 카드
지방 세력: 플레이어가 소유한 지방에 있는 일반 유닛
군대: 부대 카드의 유닛과 지방 세력을 통합한 것을 말한다.

Object of the Game: 35지방을 먼저 지배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모두 같은 지방의 수를 가지고 시작하여 
상대 소유의 지방을 점령하여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재산을 
현명하게 소비하여 상대를 압도해야한다. 군사를 모집할 것인가? 
적을 암살하기 위해 닌자를 고용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현명한 경매를 통해 군사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야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주사위 행운은 당신에 손에 달려있다 
플레이어들 간의 외교적인 협력을 하여 당신의 영역을 빨리 
늘리는 것도 중요한다.

Game Board:

Islands: 3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Honshu, Shikoku, 
Kyushu.

Provinces: 두 곳의 지방 이름이 “Awa(지도에서 A와 B)” 같다.
Adjacencies: 군대 유닛의 공격과 이동은 인접한 지방으로 할 
수 있다. 단일 점을 공유하는 지방은 인접한 것이 아니다.

Sea Lines: 이것은 인접한 지방을 연결해 준다.

군대 유닛: 아래의 유닛들은 게임에서 각 유닛 유형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Army Cards: 3개의 영주에 사용할 3장의 부대카드가 있다. 각 
카드에는 영주의 가문 이름이 적혀있다. 게임동안 유닛을 추가할 
수 있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제거될 수도 있다.
Army/Experience Markers: 각 플레이어는 3개의 부대 
마커와 3개의 경험치 마커(부대 카드에 꽂음)를 가진다. 게임을 
통해 각 해당 영주는 부대 마커 1개와 경험치 마커 1개를 

사용하게 된다.

Army Markers:
영주와 부대 유닛들은 부대카드에 있고, 보드에는 
해당 부대 마커가 그 부대를 대표한다.

Experience Markers:
영주가 얻게 되는 경험치를 표시한다. 오른쪽으로 
이동. 여러 전투를 성공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간다. 레벨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동력과 전
투를 하게 된다. Action 7: Wage War에서 자세
히 설명한다.

The Ninja: 라운드 중 상대 영주 암살 혹은 다
음 라운드 시작 때 상대의 계획을 알아내는 spy로 
사용할 수 있다.
Koku: Action 1: Plan에서 하나 이상의 코쿠를 
계획 트레이 놓게 된다.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방 
수에 따라 코쿠를 수집하게 된다.
Battle Markers: Action 7: Wage War에서 
공격과 방어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Castles: 지방 방어를 위해서 성을 지을 수 있다.

Fortresses: 성을 업그레이드 하여 보다 강한 
방어를 할 수 있다.
Province Cards: 68장이 있다. 빨간색 표시가 
맵의 해당 지방을 알려준다.
Planning Trays & reference Screens: 
Tray: planning bin으로 군대 유닛을 보관. 
Action 1: Plan에 따라 코쿠를 놓을 수 있는 5개
의 작은 수납공간이 있다.
Screen: 참조 판이다. 게임의 진행 요약과 계획
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 가림 막 역할을 한다.
The Master Tray: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
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Turn Order Markers: 1~5까지 다섯 개의 
Turn Order 마커가 있다. 턴 순서에 맞게 해당 
토큰을 가진다.
Dice: 전투 해결(D20)에 사용된다. 닌자 공격의 
판정에도 사용된다.

SETUP: 
다음과 같이 게임을 준비한다.
1. Prepare Planning Trays:
2. Prepare Master Tray:
3. Set Up Army Cards:

원하는 색상 선택하고 해당 부대카드를 Plan tray옆에 배치.
Experience Markers: 각 부대카드에 꽂아 둔다.
Daimyos: 3명의 영주를 각 섹션(D)에 배치한다.
Samurai Bowmen and Samurai Swordsmen: 
bowmen과 swordsmen 각각 3개씩 가진다. 각 한 개씩 부대 
카드(S)에 배치한다. 칸 당 한 개씩.
Ashigaru Gunners: 6개를 가진다. 각 부대(A)에 2개씩 
배치한다. 칸 당 한 개씩.
Army Unit Limits: 부대 카드 한 장에 Daimyo 1 개, 



Samurai unit 4개, Ashigaru unit 10개. Daimyos는 항상 
“D“ 칸, Samurai unit은 “S“ 칸, Ashigaru units은 “A“ 칸.

(배치된 모습)

4. Deal Province Cards:
빈 카드는 손실했을 때 대용으로 사용(게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 카드를 각 플레이어가 똑같은 수를 가질 때까지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보드 옆에 공개하여 배치한다(해당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이 카드를 가진다). 각 플레이어가 가진 
지방 카드는 보이지 않게 배치하고, 점령한 지방을 나타낸다.

5. Claim Provinces(소유 지방 표시):
각 플레이어가 소유한 지방에 Ashigaru spearman을 1 개씩 
배치한다.

6. Draw Turn Order Markers:
인원수에 맞게 토큰을 비공개로 섞어서 하나씩 무작위로 
가진다. 셋업에서 턴 순서이다. 1번을 가진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된다.

7. Distribute Koku:
각 플레이어는 소유한 지방/3 만큼의 코쿠를 가진다. 
나머지는 버린다(13개의 지방은 4가 되므로 4개를 가진다).

8. Place First Reinforcements:
플레이어들은 차례대로 첫 번째 증원을 배치한다.
Place Ashigaru Spearmen: 각 플레이어는 소유한 지방 
원하는 곳에 Ashigaru spearmen 12개를 분배한다. 
(spearmen 한 개가 놓인 아무 곳에).
Place Army Markers: 3개의 부대 마커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부대 마커가 없는 소유한 지방에 다 놓을 
때까지 배치한다.

9. Collect Turn Order Markers:
턴 순서 마커를 모아서 한 쪽에 배치한다.

게임에서 협력에 대한 정치적 룰은 포함하지 않
는다. 플레이어들 간 협력을 위해 상의해도 된
다. 대신에 눈치 것 알아서 협력하고 배신을 할 
수가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Action Sequence: 이쿠사는 라운드로 플레이한다. 각 
라운드는 9개의 Action으로 구분된다. Action 2: Determine 
Turn Order에 따라 진행하는 Action 7: Wage War를 제외하고 
동시에 진행이 된다.
Action Sequence
1. Plan
2. Determine Turn Order
3. Build
4. Levy Units
5. Hire Ronin
6. Hire Ninja
7. Wage War

A. Move Daimyos’ Armies
B. Declare First Battles
C. Conduct Combat
D. Final Movement

8. Remove Ronin
9. Collect Koku

Action 1: Plan
후속되는 Action 수행을 위해 계획 트레이에 Koku를 할당한다. 
모든 플레이어는 비밀리에 코쿠를 분배한다(분해한 코쿠는 다음 
라운드를 위해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 다섯 곳에 분배가 
가능하다. Turn Order, Build, Levy Units, Hire Ronin, 
Hire Ninja. Build에는 2 코쿠 혹은 놓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곳에는 제한이 없지만, Action 4: Levy Units에서 소유한 지방의 
수보다 많은 유닛을 모집할 수는 없다. 모두가 다 분배하고 나면 
동시에 공개한다.

Using the Ninja as a Spy: 만약 닌자를 이전 라운드에서 

닌자(암살자)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Action동안 spy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분배 상황을 공개하기 전에, 한명의 분배 상황을 
몰래 볼 수 있고, 자신만의 분배 상황을 수정하여 모두 공개한다.

Action 2: Determine Turn Order
Action 7: Wage War를 위해 턴 순서를 정한다. 1을 가지는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된다. Turn Order에 가장 많은 
코쿠를 가진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된다. 동점일 경우 서로 
상의하거나 무작위로 결정한다. 다 결정된다면, 각 플레이어의 
Turn Order에 있는 코쿠를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Action 3: Build
2 코쿠까지 분배할 수 있고, 소유한 지방에 성 1개 혹은 요새 
1개를 놓을 수 있다. 한 라운드에 한 개만 가능하다. 모두가 
동시에 한다. 코쿠를 분배한 플레이어는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Ÿ 성을 구입한다면, 소유한 지방에 성이 없는 곳에 배치한다.
Ÿ 요새를 구입한다면, 소유한 지방에 성이 있는 곳에 

배치한다.
성 혹은 요새가 부족하다면, 턴 순서에 따라 배치한다. 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Build에 있는 코쿠를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성이나 요새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있는 
지방을 점령한다면, 점령자의 소유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Special Defender Advantages 참조.

Action 4: Levy Units
일반 군대 유닛(bowmen, swordsmen, gunners, spearmen)을 
구입을 한다. 구입한 유닛은 부대 카드 혹은 지방에 배치한다. 
지방에 배치 시, 소유한 지방 당 1개를 배치할 수 있다. 소유한 
지방 수보다 더 많은 유닛을 구입할 수는 없다.
Levy Units: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유닛을 구입한다. 구입한 
코쿠는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아래 표는 코쿠 1에 대해 한 항목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1개 Samurai Bowmen
각 1개 Samurai Swordsman와  

Ashigaru Gunner 
2개 Samurai Swordsmen
2개 Ashigaru Gunners
3개 Ashigaru Spearmen

당신의 트레이에 유닛이 없다면, 전투로 제거된 유닛이 생길 
때까지 구입할 수 없다.
Place Levied Units: 구입한 유닛은 모두 동시에 배치한다. 
각 라운드에서 한 지방(지방 세력 또는 부대 카드 중에 택일)에 
한 개의 유닛만 배치할 수 있다.
Stacking Limits: 한 지방에 5개의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부대 카드의 칸 수 보다 많은 유닛을 포함할 수 없다(1 daimyo, 
4 samurai unit, 10 Ashigaru unit). 지방 유닛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army marker, Ronin unit, 
castle/fortress 이다. 이것들은 정규 군대 유닛이 아니다.

Differences Between Armies and Provincial Forces

Location
Army: 부대 카드에 있다. 맵에 부대 마커로만 표시.
Provincial Force: 맵에 있다. 하나 이상의 지방 
세력(한 플레이어의 군대)이 있을 수 없다.

Size Army: Daimyo를 포함 부대 카드 칸 수 만큼.
Provincial Force: 일반 유닛 5개까지.

Movement

Army: Wage War의 A와 D 페이즈에서 영주의 
경험치 이하의 수로 이동할 수 있다.
Provincial Force: D 페이즈에서 인접한 한 지방까지 
이동할 수 있다.

Combat
Army: Wage War의 C 페이즈에서 영주의 경험치 
이하의 수만큼 전투를 할 수 있다.
Provincial Force: C 페이즈에서 한 번 전투 가능.

Breaking 
Up Armies 

And Forces

Army: Wage War와 A, C 페이즈에서 부대 카드에 
있는 유닛을 지방 세력으로 혹은 D 페이즈에서 
인접한 빈 지방의 정복을 위해  분리시킬 수 있다.
Provincial Force: D 페이즈에서 인접한 지방인 다른 
방향의 지방으로 분리시켜 이동할 수 있다.

Action 5: Hire Ronin
구입한 Ronin을 모두 동시에 하나 이상의 지방 카드를 뒤집어 
어딘지 모르게 하여, 그 카드들 위에 배치한다.
Hire Ronin: 1 코쿠로 Ronin 2개를 고용하고, 당신의 앞에 



배치한다. 소비한 코쿠는 마스터 트레이에 돌려놓는다. Ronin이 
부족할 경우 턴 순서대로 구입을 하고,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코쿠는 마스터 트레이에 돌려놓는다.
Deploy Hired Ronin: 다음에 따라 배치한다.

1. 모두 동시에 배치하기를 원하는 지방 카드들을 뒤집어 
놓는다.

2. 뒤집어 놓은 지방 카드 위에 구입한 Ronin을 배치한다.
Stacking Limit: Ronin이 참여할 점령하고 있는 지방의 부대 
및 지방 세력의 일반 구대 유닛 수보다 1 작은 수를 배치할 수 
있다(daimyo는 군대 유닛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예) 한 지방에 부대로 10유닛이 있다면 9 Ronin가능. 지방 
세력으로 5 유닛이 있다면, 4 Ronin가능. 한 지방에 부대 10 
유닛과 지방 세력 5 유닛이 있다면, 13 Ronin가능. 군대 
유닛으로 fortresses, castle, army marker를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추가 보너스 유닛은 이 계산에서 무시한다.
When to Reveal Your Hidden Ronin: 이동, 공격, 방어 
중 원하는 시점에 숨겨둔 Ronin을 공개한다. 부대 카드에 배치할 
경우 그 아래쪽에 놓는다. 
The Advantages of Ronin
이들은 이동, 공격, 방어 중 하나의 행동을 할 때까지 은신해 
있다. 이들은 Combat value 5를 가진다. 이들은 한 지방에 
여러 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regular-unit stacking 
limit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임시 유닛이다.

The Disadvantages of Ronin
Ronin 스스로는 이동 혹은 싸울 수 없다. 항상 부대 혹은 
지방 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 라운드에만 
고용되기 때문에 Action 8: Remove Ronin에서 마스트 
트레이로 돌려놓아야 한다.

Action 6: Hire Ninja: 닌자를 고용한 플레이어는 적 
영주에 암살을 시도하거나, 다음 라운드에서 스파이로 사용할 수 
있다.

Special First-Round Rule:
플레이의 처음 라운드에서 닌자를 고용했다면, 암살자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 라운드에 스파이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많은 코쿠를 경매한 플레이어가 닌자를 고용하고, 고용에 
사용한 코쿠는 모두가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만약 같은 
코쿠를 사용했다면, 아무도 고용할 수 없고 역시 코쿠를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아야 한다.

Ninja as an Assassin: 이번 라운드에서 아무 
플레이어의 Action 7: Wage War의 A, B, D 페이즈에서 상대의 
영주를 암살할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암살을 시도할 영주를 
말하고,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Ÿ 8 이하를 굴린다면, 닌자는 성공한다.
그 상대는 아래의 The Assassinated Daimyo 규칙을 
따른다.

Ÿ 9 이상을 굴린다면, 닌자는 실패한다.
그 상대는 복수를 위해 닌자를 고용한 플레이어의 영주 
중에 하나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 9 이상을 굴린다면 복수는 성공이다. 닌자를 고용한 

플레이어의 영주 하나를 선택하고 The Assassinated 
Daimyo 규칙을 따른다.

¡ 8 이하를 굴린다면, 복수는 실패다.
주사위를 굴린 후 닌자를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The Assassinated Daimyo: 당신의 영주가 
암살됐다면, 영주 유닛을 부대 카드 옆에 놓는다. 그 영주와 
일치하는 게임 보드에 있는 부대 마커도 부대 카드 옆에 놓는다. 
그 영주 유닛은 남은 라운드에서 이동, 공격, 방어할 수 없지만, 
그동안 부대 유닛은 공격 받았을 때, 방어는 할 수 있다. 현재 
라운드가 끝나면 전투로 암살당한 영주의 살아남은 부대 유닛의 
여부에 따라 아래의 규칙을 따른다.

Appointing Your Assassinated Daimyo’s Successor:
(후계자 임명)
만약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최소 한 유닛이 살아남았다면, 다음 
라운드의 Action 1: Plan 전에 후계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 후계자를 지명한다.

1. 암상당한 영주의 부대에서 유닛 하나를 선택하고, 당신의 
planning tray에 배치한다.

2. 암상당한 영주와 부대 마커를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다. 
후계자는 같은 영주의 피규어로 대신한다.

3. 영주의 경험치 마커를 “1”로 되돌려 놓는다.
Losing Your Assassinated Daimyo:
암상당한 영주의 부대 유닛이 그 라운드에서 모두 제거됐다면, 그 
영주는 게임에서 제거된다. planning tray로 경험치 마커, 부대 
마커, 영주를 돌려놓는다. 만약 제거되는 영주가 소유한 마지막 
영주라면 게임에서 탈락한다. Eliminating an Opponent from 
the Game 페이지 22를 확인하라.

Ninja as a Spy
암살자로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스파이로 사용할 수 있다. 스파이로 사용한다면, 상대의 코쿠 
분배가 끝났을 때, 당신의 코쿠는 분배하지 않고 그 상대의 
분배를 혼자 몰래 볼 수 있다. 다음을 따른다.

1. 다른 플레이어들이 코쿠 분배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다. 
보고 싶은 상대의 planning tray를 혼자 몰래 본다.

2. 당신의 코쿠를 분배한다. 상대에게 보여준 플레이어의 
planning tray는 코쿠 분배를 수정할 수 없다.

3. 당신의 코쿠 분배를 완료하고, 스파이로 쓰인 닌자를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Action 7: Wage War
적이나 빈 지방에 대해 전쟁을 벌인다.

Wage War Sequence
A. Move Daimyos’ Armies
B. Declare First Battles
C. Conduct Combat
D. Final Movement

턴 순서에 따라 선 플레이어부터 wage war의 A에서 D까지 4 
페이즈를 완료한다.

Critical Concepts: 전쟁을 벌이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지방의 소유권, 수비대, 영주의 경험치 이다.
Ownership Of Provinces: 아군 지방에 인접한 아군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군 지방에 인접한 적 지방과 빈 
지방을 공격할 수 있고, 이동으로 빈 지방을 정복할 수 있다. 
아래는 지방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Friendly Province: 최소 한 유닛이 소유한 지방 카드와 
일치하는 곳에 있다.
Enemy Province: 적 지방은 상대의 군대 유닛을 최소 한 
개를 포함한다(그 상대가 소유한 지방 카드에 따라).
Empty Province: 군대 유닛이 없는 빈 지방을 말하고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1) 보드 
옆에 남아 있는 지방 카드에 해당하는 지역, 혹은 2) 그 
지방에서 모든 공격자와 방어자가 제거되고, 아직 그 지방으로 
이동한 유닛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플레이어가 소유한다. A, C, D 페이즈에서 빈 지방이 되는 
이동은 할 수 없다. 아래의 Garrison을 확인한다.

Garrisons: 영토 확장을 위한 이동으로 소유한 지방에는 최소 
한 개의 군대 유닛 남겨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남겨진 유닛을 
Garrison이라 부른다. Garrison은 A, C, D 페이즈에서 
발생한다.

Daimyo Experience: 영주의 경험치는 전투로 얻게 된다. 
레벨이 올라가면 wage war action에서 더 많이 이동하고 전투를 
할 수 있다. 방어자 일 때와 빈 지방을 제외하고 전투에서 한 번 
이상의 승리로 얻는다. 이번 라운드에서 성공한 전투들에 대해 1 
경험치를 얻는다.

Phase A: Move Daimyos’ Armies 
아군 지방에서 인접한 아군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페이즈에서 지방 세력은 이동할 수 없다.

Movement Rules: 영주 부대를 대신하는 부대 마커로 이동한다.
Ÿ 이 페이즈에서 빈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다. 빈 지방은 

아군 지방이 아니다.
Ÿ 영주의 경험치 이하의 수만큼 지방을 이동할 수 있다.
Ÿ 한 지방에 한 부대 마커만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갈 수는 

있다. 이때 유닛 교환은 할 수 없다.
Ÿ 이동하는 아군 지방에는 최소 1개의 군대 유닛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 이상의 부대 유닛을 남겨 놓을 수 있다.
Ÿ 부대 카드에 남은 칸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부대에 

배속할 수 있다.



1) 라운드 시작에 있었던 지방 세력을 하나 이상 배속할 수 
있다.

2) 지방 세력에 의해 점령한 지방으로 이동할 때 그 지방의 
지방 세력을 배속할 수 있다.

Phase B: Declare First Battles
waging war 플레이어는 Phase C: conduct Combat에서 적 
지방과 빈 지방에 대해 공격을 선언할 수 있다. 공격하는 
지방에는 부대 혹은 지방 세력 또는 둘 다 포함할 수 있고, 
“combat position(전투 선언 지방)”에서 인접한 같은 지방의 적 
혹은 빈 지방에 대해 한 번 이상의 전투를 선언할 수 있다. 
부대와 지방 세력은 분리하여 전장에서 싸운다.
Special First-Round Rule:
플레이의 처음 라운드에서 적 영주가 점령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 전투를 선언할 수는 없다. 한 라운드를 영주의 피해 
없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How to Declare a Battle: 공격하는 지방에서 방어되는 
지방 사이에 공격하는 방향으로 전투 마커를 그 경계에 놓는다. 
해상 공격에 대해서는 sealine에 놓는다. 전투 선언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전투 선언을 한다면 phase C에서 공격을 통해 
다음을 따라야 한다.
Declaring Battles from a Double-Troop Province: 한 지방에 
부대와 지방 세력이 같이 있을 때 3가지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1) 부대 혹은 지방 세력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다.
2) 부대와 지방 세력은 각각 다른 인접한 적 혹은 빈 지방을 

공격할 수 있다.
3) 부대와 지방 세력은 같은 인접한 지역을 각각 공격할 수 

있다. 분리하여 각자의 전투를 치른다.
두 군대에 대해 선언하기 위해서 각각의 공격 계획에 대해 배틀 
마커를 배치한다. Phase D: Final Movement에서 배틀 마커를 
제거할 수 있다.

Phase C: Conduct Combat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각 선언한 적 지방에 대해 전투를 지휘한다. 
빈 지방은 다르게 다루어진다. 전투가 일어나는 지방은 아무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한다. 방어하는 플레이어는 
방어하는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닛으로 방어한다. double-troop 
province으로부터 방어할 때도 역시 적용한다.

Attacks by Experienced Daimyo Armies: 경험치가 있는 
영주의 부대(한 번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다음 부대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전투를 해결한다. 경험치가 있는 
영주의 자세한 규칙은 Experienced Daimyos in Combat 
페이지를 참조한다.
Empty Provinces: 전투를 할 필요 없이 정복한다. 아직 
전투를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는 영주에 의해서만 이 
페이즈에서 할 수 있다(Experienced Daimyos in Combat 
페이지를 참조). 다른 방법으로 빈 지방에 이동하는 것은 Phase 
D: Final Movement에서 인접한 지방으로 부대 혹은 지방 세력 
유닛으로 할 수 있다.
The Combat Sequence: 전투는 주사위 굴림으로 해결한다. 
각 전장에 있는 유닛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공격자와 
방어자는 각 유닛 유형에 따라 동시에 굴린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투를 지휘한다.

Combat 
Value

1. Bowmen Roll 6 <― 원거리 유닛 
먼저 전투2. Gunners Roll 4

3. Remove Casualties
4. Daimyos Roll 6 <― 그리고 근접 

유닛 전투
5. Swordsmen & 

Ronin Roll 5

6. Spearmen Roll 4
7. Remove Casualties
8. Attacker May Stop 

Battle
만약 각 주사위 굴림 스텝에서 어느 누구도 준비된 유닛이 
없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Scoring Hits: 전투 값 이하를 굴린다면 명중 점수가 된다. 
주사위 굴림은 동시에 하고, 공격자와 방어자는 동시에 명중 

점수를 가질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명중 점수를 기록하여 부상자 
제거 스텝에서 상대의 명중 수만큼 자신의 유닛을 제거를 한다.
다음은 스텝 별 전투 해결을 설명한다. 공격자는 A, 방어자는 
D라 칭한다.

Step 1: Bowmen Roll
A와 D는 각각의 bowman에 대해 동시에 주사위를 
굴린다. 6이하는 명중 점수로서 각자 명중 점수를 
기록한다.

Step 2: Gunners Roll
A와 D는 각각의 Gunners에 대해 동시에 주사위를 
굴린다. 4이하는 명중 점수로서 Bowmen과 
Gunner의 명중 점수를 총합하여 기록한다.

Step 3: Remove Casualties
A와 D는 두 스텝에서 상대가 가진 명중 점수만큼 
부상자를 제거한다. 부상자 제거 시 다음을 따른다.

Ÿ 양 플레이어는 자신이 소유한 유닛을 상대 명중 
점수만큼 소유자의 선택으로 제거한다.

Ÿ 두 스텝에 참여한 유닛들 중에 선택하여 제거한다.
Ÿ 부대가 참여한 전투에서 부대 유닛이 없는 한, 

영주를 선택할 수 없다.
Ÿ 방어하는 지방에 성 혹은 요새가 있다면, 보너스 

유닛 먼저 명중을 적용한다. Special Defender 
Advantages를 확인한다.

Ÿ 부상자 제거 시, Ronin의 stacking limit은 규칙은 
여전히 적용해야 한다. 살아남은 일반 유닛 보다 1 
적은 Ronin 수가 있어야 한다. 성 혹은 요새는 
임시 보너스 유닛들로 이 stacking limit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Step 4: Daimyos Roll
A와 D는 영주에 대해 한 개의 주사위를 굴린다. 6 
이하는 명중 점수이다. 양 측은 명중 점수를 
기록한다.

Step 5: Swordsmen and Ronin Roll
A와 D는 Swordsmen과 Ronin에 대해 각각 주사위 
1 개를 굴린다. 5 이하는 명중 점수이다. 양 측은 
Daimyos, swordsmen, Ronin에 대한 명중 점수를 
총합하여 기록한다.

Step 6: Spearmen Roll
A와 D는 spearman에 대해 각각 주사위 1 개를 
굴린다. 4 이하는 명중 점수이다. 양 측은 Daimyos, 
swordsmen, Ronin, spearmen의 명중 점수를 
총합하여 기록한다.

Step 7: Remove Casualties
step 3에서 언급한 대로 부상자를 제거한다.

Step 8: Attacker May Stop Battle
모든 A 혹은 D의 유닛들이 제거될 때까지 위의 
스텝들을 반복하거나, A는 이 스텝에서 전투를 call 
off(포기)할 수 있다.

Battle Results: 전투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끝난다.

Ÿ Defending Units Are Eliminated: 모든 방어자 
유닛이 제거 된다면 전투는 끝난다. Losing Ownership of 
a Province에 따라 빈 지방이 된다.

Ÿ Attacking Units Are Eliminated: 모든 공격자 
유닛이 제거 된다면 전투는 끝난다. Losing Ownership of 
a Province에 따라 빈 지방이 된다.

Ÿ The Attacker Calls Off the Battle: 공격자가 Step 
8에 따라 포기를 했을 때 전투는 끝난다. 상대에게 포기를 
말한다. 전투 시작 지방에 그대로 남는다. 전투를 포기한 
경험치가 있는 영주는 다른 지역에 전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perienced Daimyos In Combat을 확인한다.

Losing Ownership Of A Province: 소유권을 
잃은 지방 카드는 보드 옆에 소유하지 않은 지방 카드 더미에 
돌려놓는다. 

Eliminating an Opponent’s Daimyo from 
The Game: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상대의 영주를 
제거할 수 있다.

1. 전투에서 마지막 남은 영주를 제거.
2. 영주를 암살한 후, 그 부대의 유닛을 모두 제거.
3. 영주를 제거 했을 때, 그 영주가 그 부대의 마지막 유닛일 

때.



Eliminating an Opponent from the Game: 
상대의 마지막 남은 영주를 제거한다면, 그 상대는 게임에서 
탈락한다. 그 플레이어가 소유한 모든 유닛(즉시 맵에 놓을 수 
없음)과 지방을 얻을 수 있다. 패배시킨 플레이어의 영주를 
회복할 수는 없다. 플레이어는 3명의 영주만을 가질 수 있다.
상대가 게임에서 탈락할 때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1. 즉시 부대 카드에 이전에 잃은 영주를 재배치한다. 
일치하는 경험치 마커를 “1”에 배치한다.

2. 영주를 회복하고 상대를 제거한 지방을 포함해 당신이 
소유한(적이 없는) 원하는 지방에 일치하는 부대 마커를 
배치한다.

3. 회복한 영주는 부대 유닛이 없지만, 배치된 그 지방 세력을 
부대 카드로 배속시킬 수 있다.

4. Phase D: Final Movement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다. 
라운드에 따라(Action 4: Levy Units에서)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유닛의 색상들을 혼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상대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당신이 소유한 지방의 수가 35곳 
이상이 된다면, 당신은 게임에서 승리자이다. Winning the 
Game 페이지를 참조.

Special Defender Advantages: 공격을 받았을 때 
특정 지방에 대해 방어 이점을 방어자는 가진다. 다음을 참고한다.
Defending with a Castle or Fortress: 당신의 방어하는 
한 지방에 성이나 요새가 있다면, 임시 보너스 유닛을 참여시킨다. 
이 보너스 일반 유닛은 성이나 요새의 벽을 상징한다. 다음의 설명 
되로 이 유닛들로 방어한다.

Ÿ Castle: 전투 시작 전에 트레이에서 4개의 spearmen을 
가지고, 방어하는 유닛들 옆에 배치한다(지방 유닛 혹은 
부대 카드 옆에). 일반 유닛들과 같이 방어하지만, 부상자 
제거 시, 이 유닛을 먼저 부상자로 선택한다. 공격자의 
턴이 끝나면, 살아남은 이 유닛들은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당신이 점령한 성이 있는 지방에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공격 받는다면, 보너스 spearmen 4를 다시 채운다.

Ÿ Fortress: 성처럼 임시 보너스가 주어지지만, 4 
Ronin으로 채워진다. 만약 배치할 Ronin이 부족할 경우 
임시로 다른 유닛을 사용한다.

Defending in a Naval Invasion: sealine으로 공격하는 
것을 해상 침공이라고 한다. 이 공격을 받는 지방은 선제공격을 
하는 이점을 가진다. 다음의 모든 step에 따라 공격자가 공격하기 
전에 방어자 혼자 한 라운드의 전투를 진행한다.

1. 성이나 요새의 임시 보너스 유닛은 이 방어 선제공격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전투 순서에 따라 각 방어 유닛에 대해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 공격하는 유닛에 대해서는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3. 일반 전투처럼 방어하는 유닛의 각 유형에 따라 각 전투 
값에 대한 명중 점수를 기록한다.

4. 주사위 굴림을 끝낸 후, 공격자는 방어자의 명중 점수에 
따라 부상자를 제거한다.

공격자는 선제공격에 대한 부상자를 제거한 후, 양 측은 일반 
전투 순서에 따른다. 이때 방어자의 성이나 요새는 보너스 유닛을 
투입할 수 있다.

Experienced Daimyos in Combat: 지방 세력 
혹은 경험치가 있는 영주(level 1)는 각 라운드에 한 번 공격할 
수 있고, 모든 phase C에는 이동할 수 없다. 경험이 있는 영주는 
phase C에서 전투 사이에 추가로 이동과 공격을 할 수 있다.

Ÿ 영주는 경험치 이하의 수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투 이후에는 전투 마커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Ÿ 각 공격 사이에 패배시킨 지방으로 이동해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일치하는 지방 카드를 가져와 그 지방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엔 3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 After a successful Battle: 영주는 phase D가 될 

때까지, 남은 라운드에서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하나 이상의 공격을 하는 영주는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
Ÿ 공격 지방에 남아서 다른 인접한 지방으로 공격한다.
Ÿ 패배시킨 새로운 지방으로 이동해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른 

곳을 공격한다.
Ÿ 패배시킨 새로운 지방으로 이동해 들어가고, phase D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유지한다.
Ÿ 공격 지방에 남아서 phase D가 될 때까지 남는다.

2. Attacking an Empty Province: 만약 경험치가 있는 
영주의 부대가 빈 지방으로 공격을 했다면, 그 라운드에 최소 
하나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빈 지방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공격을 한다. 혹은 거기로 들어가 
phase D를 기다린다. 방어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도 하나의 
전투로 계산하지만, 경험치를 얻을 수는 없다(Moving a 
Successful Daimyo’s Experience Marker 참조).

3. After Calling Off a Battle: 만약 경험치가 있는 영주의 
부대가 전투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완료되지 않은” 전투로 
여전히 하나의 공격으로 계산하지만,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부대는 경험치가 허락하는 한 그 라운드에 다른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다.

 
Moving a Successful Daimyo’s Experience 
Marker: 영주는 한 전투에서 최소 한 전투에서 성공했다면, 
경험치 마커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하번 이상의 성공을 
하더라도 경험치는 1점만 받는다. “Successful” 전투는 방어하는 
지방을 비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1)빈 지방을 공격하다. 2) 공격을 called off(포기)한다. 3) 이전의 
성공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공격.
이 라운드에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경험치를 가진 영주는 그 
수에 해당하는 공격을 할 수 없지만, Phase D: Final 
Movement에서 이동 능력은 이 라운드에 증가된다.

Phase D: final Movement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각 부대와 지방 세력을 인접한 빈 혹은 
아군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Ronin에 대한 Stacking limits과 
일반 유닛들은 이 페이즈에서 여전히 적용한다.

1. Move Daimyos’ Armies: 영주의 경험치 만큼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이동 규칙은 Phase A: Move Daimyos’ 
Armies 규칙을 따른다. 추가로 이때는 빈 지방으로 들어가 
정복할 수도 있다(아래의 Conquering an Empty Province를 
확인한다).

2. Move Provincial Forces: 부대를 이동한 후에 인접한 
아군 혹은 비어 있는 지방으로 지방 세력을 이동하거나, 
일부 유닛을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인접한 아군 지방에 
지방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면, 부대 카드의 칸에 맞게 
당신의 부대에 추가할 수 있다. 지방 세력은 인접한 빈 
혹은 아군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인접한 아군 지방에 지방 세력에 의해 점유하고 
있다면, 대규모 지방 세력의 결과가 된다. 만약 지방 
세력이 인접한 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을 
정복한다.

Conquering An Empty Province: 빈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로 이동해 들어가야 한다. 1) 한 인접한 
군대, 2) 인접한 부대에서 제거한 하나 이상의 유닛, 3) 인접한 
지방에서 당신의 지방 세력 유닛들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일치하는 지방 카드를 당신의 지방 카드 더미로 추가한다. 이제 
그 지방은 당신의 소유이다. 이 페이즈의 끝에 배틀 마커들을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Action 8: Remove Ronin
동시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살아남은 Ronin 유닛을 그들의 지방 
혹은 부대 카드에서 마스터 트레이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지방 
카드를 뒷면으로 놓는다. 다음 라운드 플레이에서 다시 구입할 수 
있다.

Action 9: Collect Koku
모든 플레이어는 동시에 자신의 지방 카드를 계산하고, 그 수에 
따라 다음 라운드에 소비할 코쿠를 수집한다. 수집할 코쿠 계산은 
소유한 지방/3을 하여 내림 수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버린다.(예: 
23개의 지방을 가졌다면, 26/3=8...2 이므로 8 코쿠를 가지고 
2는 버린다)
Minimum Koku: 3 코쿠이하의 코쿠는 수집할 수 없다. 만약 
9장미만의 지방 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최소 한 영주가 있다면, 3 
코쿠를 받는다.

Winning The Game: 라운드 중 아무 때에 
35장의 지방 카드를 먼저 소유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Option으로 모두가 한 라운드 9 Action을 끝내고 나서 35장의 
지방 카드를 수집한 플레이어가 승리한다(긴 시간이 필요하다).



Action Sequence
1. Plan
2. Determine Turn Order
3. Build
4. Levy Units
5. Hire Ronin
6. Hire Ninja
7. Wage War

A. Move Daimyos’ Armies
B. Declare First Battles
C. Conduct Combat
D. Final Movement

8. Remove Ronin
9. Collect Koku

1코쿠에 대한 유닛 구입 항목

1개 Samurai Bowmen
각 1개 Samurai Swordsman와  

Ashigaru Gunner 
2개 Samurai Swordsmen
2개 Ashigaru Gunners
3개 Ashigaru Spearmen

The Combat Sequence: 
Combat 
Value

1. Bowmen Roll 6 <― 원거리 유닛 
먼저 전투2. Gunners Roll 4

3. Remove Casualties
4. Daimyos Roll 6 <― 그리고 근접 

유닛 전투
5. Swordsmen & 

Ronin Roll 5

6. Spearmen Roll 4
7. Remove Casualties
8. Attacker May Stop 

B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