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을 얻기 위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매 주제 

기능성 보드게임! 자신의 부동산 카드를 얼마에 파느냐가 얼마에 구매하느냐 

보다 더 중요합니다.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게임 목적 

모든 플레이어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을 사고, 구매한 부동산을 가장 비싸게 

판매해야 합니다. 게임 종료 시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게임인원 3~6인  |  게임연령 8세 이상  |  게임시간 20~30분



게임 준비 

카드를 종류(부동산, 화폐)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카드를 섞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카드를 뒤집어서 더미를 만들어주세요. 

화폐 카드는 게임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3~4인 게임 시, 각 플레이어에게 $2000 코인 2개와 $1000 코인 14개씩 나눠주세요.

5~6인 게임 시, 각 플레이어에게 $2000 코인 2개와 $1000 코인 10개씩 나눠주세요.

게임 구성

부동산 카드 30장 (숫자 1~30) ※숫자가 높을수록 비싼 부동산입니다.

화폐 카드 30장 ($0~$15000 각 2장씩, $1000 없음)

$1000 코인 60개 $2000 코인 12개



3인 게임 시, 부동산 카드 6장과 화폐 카드 6장을 무작위로 게임에서 제외하세요. 

4인 게임 시, 부동산 카드 2장과 화폐 카드 2장을 제외하세요. 제외된 카드들은 박스에 넣어주세요.

게임 방법 

첫 번째 단계 - 부동산 구입하기

 

준비 부동산 카드를 플레이어의 수만큼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주세요. 예를 들어, 4명이 할 

경우에는 4장의 부동산 카드를 뒤집으면 됩니다. 앞면이 보이는 모든 부동산은 이제 경매에 

입찰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입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가장 나이가 어린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하며, 테이블 위에 코인을 놓고 싶은 만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입찰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한다면, 입찰 금액은 그전 입찰 금액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입찰은 모든 플레이어가 포기할 때까지 테이블을 돌며 계속 이어집니다.

입찰포기 입찰을 포기하는 플레이어는 테이블에 남아있는 가장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져갑니다. 또한, 그 플레이어는 입찰 금액의 반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반 내림). 예를 들어 

어떤 플레이어가 이전에 $3000을 입찰했다가 다음 차례에 포기한다면, $1000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1명의 

플레이어는 가장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져가지만 입찰 금액을 전부 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여 전혀 

입찰하지 않고 가장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무료로 가질 수 있습니다.

TIP!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게임자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입찰에 성공한 부동산은 구매한 플레이어 앞에 뒷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부동산이 모두 판매되면 그 판에 가장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져간 플레이어가 다시 부동산 

카드를 뒤집고 다음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부동산 카드가 다 판매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부동산 카드가 팔렸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며 사용되지 않은 코인들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 부동산 판매하기

 

이제 구매한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 카드를 판매하여 

화폐 카드를 얻습니다.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화폐 카드를 플레이어의 수만큼 카드의 

금액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손에 쥔 부동산 카드 중 1장을 자신 앞에 뒷면이 

보이도록 내려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부동산 카드를 내려 놓으면, 모두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 카드를 뒤집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의 부동산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가장 높은 가치의 

화폐 카드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부동산을 낸 플레이어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화폐 카드를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용된 부동산 카드는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게임 종료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팔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화폐 카드와 남아있는 코인을 합하며,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금액이 같을 경우, 남아 있는 코인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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