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인원: 3~10명 / 게임 시간: 약 30분 / 게임 연령: 8세 이상

사보타지를 처음 하신다면 기본판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 내용물
 

굴 카드 44장

 

행동 카드 27장

 

금 카드 28장

 

역할 카드 11장

주의: 카드 아래쪽에 표시가 있는 카드는 모두 사보타지 2 카드로 기본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 안내
플레이어는 광부 팀 또는 방해꾼 팀의 일원이 됩니다. 광부들은 보물을 찾아 산 속 깊숙이 굴을 뚫고, 방해꾼들은 

광부들을 방해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까지 굴을 뚫는데 성공하면 광부들은 금을 얻고, 방해꾼들은 빈손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광부들이 실패한다면 방해꾼들이 금을 얻습니다. 같은 편끼리 협력해야 보상을 얻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광부고 누가 방해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의 라운드를 마친 뒤에 가

장 많은 금을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 준비
카드를 굴 카드, 행동 카드, 금 카드, 역할 카드로 나눕니다. 역할 카드는 게임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준비하고 남는 역할 카드는 상자에 넣습니다. 

3명일 때: 방해꾼 1장, 광부 3장 

4명일 때: 방해꾼 1장, 광부 4장

5명일 때: 방해꾼 2장, 광부 4장

6명일 때: 방해꾼 2장, 광부 5장

7명일 때: 방해꾼 3장, 광부 5장

8명일 때: 방해꾼 3장, 광부 6장

9명일 때: 방해꾼 3장, 광부 7장

10명일 때: 모든 역할 카드 사용(방해꾼 4장, 광부 7장) 

게임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준비한 역할 카드를 섞고 모두가 1장씩 나눠 가집니다. 각자 받은 역할 카드를 보고, 

뒷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내려놓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 카드를 볼 수 없게 합니다. 남는 역할 카드 1장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옆에 치워두고 아무도 내용믈 보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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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2~12명 / 시간: 약 30분 / 연령: 8세 이상
금덩이 칩 32개 추가 굴 카드 30장 추가 행동 카드 21장 새 역할 카드 15장

카드 하단에 표시가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합니다. 기본판의 역할 카드 대신 새 역할 카드 15장을 사용하고 

기본판의 금 카드 개신 금덩이 칩을 사용합니다. 

게임 안내
새로운 역할, 새로운 굴 카드, 새로운 행동 카드가 추가되어 더욱 풍성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보타지 기

본판은 광부이 방해꾼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광부도 녹색과 파란색의 팀으로 나뉘어 경쟁을 합니다. 대장은 

녹색 광부들과 파란색 광부들 중 어느 쪽이 이겨도 함께 이기지만 대신 보상으로 받는 금덩이가 하나 적고, 지질

학자는 통로에 놓인 수정의 개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덩이가 정해집니다. 사보타지 기본판과 같이 사보타지 2

도 세 번의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많은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규칙은 모두 사보타지 기본판의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사보타지 2의 카드들은 모두 왼쪽 아

래에 “2” 표시가 있어서 나중에 사보타지 기본판 게임을 할 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준비
사보타지 기본판의 역할 카드와 금 카드는 따로 치웁니다. 이 카드들은 사보타지 2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사보타지 기본판에서와 같이 시작 카드 1장과 목적지 카드 3장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모든 굴 카드와 행동 카드를 모아서 섞고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매 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에 더미에서 10장의 

카드를 보지 않고 뽑아 한쪽에 치웁니다. 치운 카드들은 이번 라운드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와 상

관 없이 모두가 6장씩 카드를 받습니다. 

사보타지 2의 역할 카드 15장 모두를 섞어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뒷면이 보이게 1장씩 나눠 줍니다. 사보타지 1과 

달리 인원 수와 상관 없이 모든 역할 카드를 사용합니다. 

각자 역할 카드를 보고 자기 앞에 뒷면이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자기 역할 카드를 다

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왼쪽 방향으로 차례를 이어갑니다. 

새 역할 카드와 승리 조건

파란색 광부와 녹색 광부(각각 4장씩)

두 팀은 굴을 뚫어 보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서로 경쟁합니다. 

자기 팀 멤버가 낸 굴 카드에 의해 보물을 찾았고, 상대 팀의 문에 의해 통로가 막혀 있지 

않다면 이깁니다. 또는 상대팀 멤버가 낸 굴 카드에 의해 보물이 발견되었더라도 자기 팀

의 문에 의해 통로가 막혀 있고 상대 팀의 문에 의해 통로가 막혀 있지 않다면 이깁니다.

파란색 광부와 녹색 광부 4장

씩, 대장 1장, 부당이익자 1장, 

지질학자 2장, 방해꾼 3장

첫 게임 전 떼어내서 

사용하세요

사보타지 기본판 굴 카드와 

함께 사용하세요

사보타지 기본판 행동 

카드와 함께 사용하세요.

사보타지 2



대장, 지질학자, 부당이익자가 보물 목적지에 이어지는 마지막 굴 카드를 놓을 경우 승패는 다음과 같이 가립니다.

- 보물까지 가는 통로에 아무 문도 없다면 두 광부 팀이 함께 이깁합니다.

- 보물까지 가는 통로에 한 색깔의 문이 있다면 그 색깔의 광부 팀이 이깁니다.

- 보물까지 가는 통로에 두 색깔의 문이 있다면 대장만 혼자 승리합니다. 이때 대장이 없다면 방해꾼들이 이깁

니다.





금덩이 배분

금덩이 칩에는 1, 2, 5로 가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가 표시된 칩은 금덩이 2개를, 5가 표시된 칩은 금덩이 5개

를 의미합니다. 금덩이 칩은 언제든 같은 가치의 칩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부터 금덩이 칩을 받습니다. 지질학자는 테이블의 통로에 보이는 수정의 개수만큼 금덩이 칩을 받습니다. 

지질학자가 두 명이라면 수정 개수를 2로 나눠 금덩이 칩을 받습니다.(나눠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는 버립니다.)

굴 카드로 만든 통로가 시작 지점부터 보물 목적지 카드까지 이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녹색 광부, 파란색 광브. 

방해꾼 중 어느 팀이 승리했는지 결정됩니다. 보물까지 연결되고 색깔 문이 없다면 마지막 통로 카드를 놓은 광

부 팀이 승리, 보물까지 연결되고 한쪽 광부 팀의 색깔문이 있다면 그 팀의 승리, 보물까지 연결되고 양쪽 색깔

문이 모두 있으면 대장 혼자 승리, 보물까지의 연결에 실패하면 방해꾼들이 승리합니다. 녹색 광부, 파란색 광부, 

방해꾼들 각 팀의 금덩이 배분은 팀 멤버가 몇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팀원이 1명일 때: 금덩이 5개(대장은 4개, 부당이익자는 3개)

팀원이 2명일 때: 금덩이 4개씩(대장은 3개, 부당이익자는 2개)

팀원이 3명일 때: 금덩이 3개씩(대장은 2개, 부당이익자는 1개)

팀원이 4명일 때: 금덩이 2개씩(대장은 1개, 부당이익자는 없음)

팀원이 5명 이상: 금덩이 1개씩(대장과 부당이익자는 없음)

도둑 카드가 자기 앞에 놓인 사람은 금덩이 배분이 끝난 뒤 원하는 사람에게서 금덩이 1개를 가져옵니다. 빼앗기

는 사람은 큰 단위의 금덩이를 작은 단위로 바꿔서 1개만 줄 수 있습니다. 도둑 카드가 놓인 사람이 여럿일 경우

에는 가장 마지막에 도둑 카드를 놓은 사람이 먼저 금덩이를 가져오고, 왼쪽 방향으로 돌며 도둑 카드가 있는 사

람들마다 한 번씩 다른 사람의 금덩이를 빼앗습니다. 게임 중 얻은 금덩이의 총 개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금덩이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지의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금덩이 배분 예

파란색 광부 1명 / 녹색 광부 2명 / 대장 / 부당이익자 / 방해꾼 2명

대장이 보물 목적지 카드를 연결하는 마지막 굴 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로에는 파란색 문이 있습니다. 따

라서 이번 라운드는 파란색 광부 팀(대장과 부당이익자 포함)이 승리합니다. 만약 녹색 광부 팀이 마지막 굴 카드

를 놓았더라도 파란색 문 때문에 파란색 팀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팀 멤버가 총 3명이므로 이들이 받을 금덩이는 3개씩이지만 대장은 1개 적게 받아서 2개를 받고, 부당이익자는 2개

를 적게 받아서 1개를 받습니다.

방해꾼 1명은 라운드에서는 졌지만 도둑 카드가 있어서 다른 사람 1명의 금덩이를 1개 가져옵니다. 다른 방해꾼 1명

도 도둑 카드가 있지만 감옥 카드도 있기 때문에 금덩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새 라운드 시작 

시작 카드와 목적지 카드를 다시 테이블에 놓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에 치워둔 10장을 포함한 모든 행동 

카드와 굴 카드를 모아서 다시 섞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용을 보지 않고 10장을 뽑아서 치우고, 각자 6장씩 나눠 

갖습니다. 역할 카드 15장을 모두 모아서 섞고 모두가 1장씩 나눠 갖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사람의 왼쪽 사람부터 새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 종료

세 번의 라운드를 마치면 게임이 끝납니다. 각자 모은 금덩이를 셉니다. 금덩이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합

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 우승입니다. 

작가 : Frédéric Moyersoen
일러스트 : Andrea Boek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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