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중앙에 더미로 만들어놓습니다.
ㆍ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점수를 기록할 사람을 정합니다.

게임구성품
카드 108장

게임준비
ㆍ 카드를 잘 섞고 플레이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

줍니다.

2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10장씩 나눠주세요.
3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9장씩 나눠주세요.
4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8장씩 나눠주세요.
5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7장씩 나눠주세요.

ㆍ새우 튀김 14장
ㆍ생선회 14장
ㆍ만두 14장
ㆍ김밥(x2) 12장
ㆍ김밥(x3) 8장
ㆍ김밥(x1) 6장

ㆍ연어 초밥  10장
ㆍ오징어 초밥 5장
ㆍ계란 초밥 5장
ㆍ푸딩 10장
ㆍ고추냉이 6장
ㆍ젓가락 4장

(카드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라운드 진행
게임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동
시에  자신의 카드 중 가지고 싶은 카드 1장을 선택하고 자기 앞에 뒷면
이 보이도록 내려놓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려놓으면 동시
에 자신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카드를 공개한 후에, 모든 플레이어는 내려놓지 않은 자신의 카드를 
전부 자신의 왼쪽 플레이어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갯수가 
줄어든 새로운 카드를 받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턴을 시작합니다.

메모 _ 공개된 카드는 라운드가 끝나고 점수를 계산할 때까지 이동하
지 않습니다.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종류의 카드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추냉이 사용하기 
고추냉이를 이미 자기 앞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
징어, 연어, 계란 초밥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면, 선
택한 초밥을 고추냉이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고추냉이 위에 올려진 초밥은 감칠맛이 더해져 점
수가 3배로 증가합니다.

메모 _ 고추냉이 카드가 여러 장 내려져 있더라도 
고추냉이 카드 1장당 초밥카드 1장만 올릴 수 있
습니다.

게임방법



젓가락 사용하기

젓가락 카드를 이미 자기 앞에 내려놓은 상태라면, 아
무 턴에라도 초밥 카드 2장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_기본 규칙처럼 자신의 카드 중 내려 놓고 
싶은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세요. 모두가 카드를 공개
하기 전에 “초밥 왕!”을 외치고 두 번째 카드를 선택
하고 마찬가지로 뒷면이 보이도록 자신 앞에 내려 놓
으세요. 그 후, 모든 플레이어는 카드를 공개합니다.
사용된 젓가락 카드는 내려 놓지 않은 카드와 함께 섞
어서 자신의 왼쪽 플레이어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
해, 다른 플레이어도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_자기 앞에 여러 장의 젓가락 카드가 있더라도 1
턴에 1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종료

전달받은 카드가 마지막 남은 1장일 경우, 그냥 자기 앞에 윗면이 보이도
록 내려 놓습니다.  (보통 마지막 카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가끔 운이 없
는 플레이어가 좋은 카드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모은 카드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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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김밥 카드 위쪽에 있는 김밥 아이콘의 갯수를 
더합니다. 가장 많은 아이콘을 가진 플레이어는 
6점을 얻으며 동점일 경우, 나누기합니다(반
내림). 
이 경우, 두 번째로 많은 플레이어는 점수를 얻
지 못합니다.

아이콘이 두 번째로 많은 플레이어는 3점을 얻습
니다. 동점일 경우, 나누기합니다(반내림).

점수계산

(예) 김밥 아이콘을 각각 재훈이는 5개, 용한이는 3개, 가영이는 3개, 지은이는 2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6점을 얻습니다. 용
한이와 가영이는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점이므로 3점을 나누기하
여 1점씩 얻습니다.  지은이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6점!
우리를 최대한 

많이 가지세요!

우리를 모으다보면 

김밥이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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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
새우 튀김 카드 2장을 모으면 5점을 얻습니다. 
1장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생선회
생선회 카드 3장을 모으면 10점을 얻습니다. 
1장이나 2장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만두
만두 카드를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얻습니다. (아래 표 참고)

만두 갯수 : 1 2 3  4   5 또는 그이상

점수 :  1 3 6  10   15

생선회 카드를 3장 모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져가 버렸어!

진정하라구

친구!



초밥과 고추냉이
오징어 초밥은 1장당 3점을 얻습니다. 
고추냉이 카드 위에 있다면 9점을 얻습니다.

연어 초밥은 1장당 2점을 얻습니다. 
고추냉이 카드 위에 있다면 6점을 얻습니다.

계란 초밥은 1장당 1점을 얻습니다.
고추냉이 카드 위에 있다면 3점을 얻습니다.

고추냉이 카드만 있을 경우 점수를 얻지 못합
니다.

젓가락
젓가락 카드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ㆍ점수기록자는 각 플레이어의 이전 라운드 점수를 기록합니다.
ㆍ 이전 라운드에 사용한 자신의 카드를 카드 더미 옆에 버립니다.            

푸딩 카드는 버리지 말고 자기 앞에 가지고 있으며,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를 얻습니다. 

ㆍ 모든 플레이어는 이전 라운드에서 받았던 카드만큼 더미에서 카드
를 가져갑니다.

새 라운드 시작하기



3라운드가 종료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더미에 남아 있는 카드는 무시합니다)
이제 디저트를 먹을 시간입니다! 푸딩 카드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게임종료

푸딩
푸딩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6점을 얻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라면, 나누기합니다(반내림).

푸딩 카드가 가장 적은 플레이어는 6점을 잃게 됩
니다(아예 없는 플레이어 포함). 
여러 명이라면, 나누기합니다(반내림).

(예) 푸딩카드를 각각 재훈이는 4장, 지은이는 3장, 용한이와 가영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훈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6점
을 얻습니다. 용한이와 가영이는 가장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2명이므
로 6점을 나누기하여 각각 3점씩 잃게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갯수의 푸딩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점
수를 얻지 못합니다.

메모_2명이 플레이하는 경우, 누구도 푸딩 카드로 점수를 잃지 않습니
다. 푸딩 카드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만 점수를 얻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3라운드가 끝난 후에 점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인 경우, 푸딩 카드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양쪽으로 카드 전달하기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려면 매 라운드마다 카드를 전달할 방향을 바꾸
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왼쪽으로 카드를 전달하
고, 2라운드에서는 오른쪽으로 전달하세요.

2인 응용 게임
2인 응용 게임은 플레이어가 돌아가며 가상 플레이어를 조종하는 것
이 특징입니다.

ㆍ3명이 할 때와 동일하게 카드를 뽑습니다(3명에게 9장씩).

ㆍ  가상 플레이어의 카드를 자신과 카드 더미 사이에 뒷면이 보이도록 
놓으세요. 

ㆍ 가상 플레이어를 조종할 순서를 정합니다.

ㆍ  자신이 가상 플레이어를 조종할 때마다 가상 플레이어의 카드 1장을 
뽑아서 자신의 카드와 합쳐주세요.

응용게임



ㆍ자신과 가상 플레이어 앞에 내려 놓을 카드를 각각 1장씩 선택하세요.
     (상대방은 원래대로 1장만 선택합니다.)

ㆍ 모두 카드를 내려 놓으면, 내려 놓은 카드를 공개하고 내려 놓지 않은 
카드를 교환합니다. 가상 플레이어의 카드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ㆍ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가상 플레이어를 조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ㆍ모든 카드를 다 쓸 때까지 가상 플레이어를 번갈아가며 조종합니다.

ㆍ3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원래 규칙대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승리를 축하해! 
기념으로 디저트 먹으러 갈까? 완전 고마워 ̂ _̂



공식수입원 

생각투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302호

우리는 초밥을 정말 좋아해서 초밥왕 게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
니다.  초밥왕 게임 작가 필 워커 하딩은 배우기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빠져드는 카드 게임 “초밥왕” 을 만들
었습니다. 고급 초밥 전문점에서 먹는 맛있는 초밥처럼, 초밥왕은 여러
분을 초밥의 단골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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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법 요약
2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10장씩 나눠주세요.
3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9장씩 나눠주세요.
4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8장씩 나눠주세요.
5명일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7장씩 나눠주세요.

3
라운드

카드 1장을 내려 놓고 동시에 공개하세요. 왼쪽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전달하세요.

김밥
가장 많은 플레이어 : 6점
두 번째 많은 플레이어 : 3점
동점시 나누기(반내림)

초밥
오징어 : 3점

연어 : 2점
계란 : 1점

고추냉이
이 카드 위에 올려 놓는 

초밥 하나의 점수 X 3

젓가락
다음 턴에 카드 2장과 

교환할 때 사용

푸딩
게임 종료시 점수 계산

가장 많은 플레이어 : 6점
가장 적은 플레이어 : -6점

동점시 나누기(반내림)

새우튀김
2장 : 5점
다른 경우 : 0점

생선회
3장 : 10점
다른 경우 : 0점

만두
카드 : 1  2  3   4    5
점수 : 1  3  6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