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1~5 20
minage players

여러분은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빠른 손을 가진 셰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수건 5장(양면) 쉬운 카드 22장(파랑) 어려운 카드 20장(빨강)

I. 게임 구성물

II. 게임의 목적

주문서 카드가 공개되면 모두가 동시에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손수건을 접어서 주문서 카드에 있는  

음식만 남겨 놓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요리를 완성하거나 엉뚱한 요리를 한 사람은 별 토큰을 하나 잃게 되고, 

별 토큰 3개를 잃으면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까지 별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 설명서

행복한바오밥 홈페이지에서 
게임설명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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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앞뒤 뒤

주문서 카드 

나무 토큰 4개 별 토큰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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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위치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II. 게임의 준비

  각자 손수건을 한 장씩 받아 자기 앞에 펼쳐 둡니다.

  각자 별 토큰을 3개씩 받습니다.  

   주문서 카드는 난이도에 따라 2종류가 있습니다. (쉬움과 어려움) 

카드를 종류별로 나눠 각각 잘 섞은 후 나눠 놓습니다.  

중요  처음 플레이를 할 경우, 쉬운 난이도의 카드만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나무 토큰은 플레이어 수보다 1개 적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3인 플레이 시 나무 토큰은 2개만 사용합니다. 모두가 집기  

편하도록 테이블 가운데에 적당히 흩어 둡니다. 나머지는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IV. 게임의 진행

1   가장 최근에 요리를 한 사람이 선이 됩니다.  

2    선 플레이어는 공개할 카드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선택한 난이도의 주문서 카드 더미에서 1장을 공개합니

다.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3   주문서 카드를 잘 보고 모두가 동시에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의 의미 - 손수건을 이리저리 접어 주문서 카드에 보이는 음식 

그림만 남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손수건의 그림 위치와 주문서 카드 그림의 위치는 정확히 일

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손수건의 그림은 양면이 동일하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손수건을 접을 때, 반드시 가로나 세로로 그려진 선으로 따라서만 접

을 수 있습니다.

음식 그림의 중간을 

접는 것은 불가!

3인 플레이의 예

쉬운 카드 
1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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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리를 완성한 사람은 ‘폴드-잇!’을 외치면서 재빨리 나무 토큰을 집어 

옵니다.

5    나무 토큰이 모두 사라지면 이번 라운드는 즉시 종료됩니다. 플레이어의 

수보다 나무 토큰의 수가 1개 모자라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은 나무 토큰

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 토큰 1개를 버

립니다.

6    이후, 각자 완성한 요리가 주문서 카드의 요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7    나무 토큰을 가져간 사람 중에 주문서와 다른 요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별 토큰 1개를 버립니다. 

8    모두 나무 토큰을 다시 테이블 가운데에 돌려 놓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

합니다.

9    이번 라운드에서 나무 토큰을 가져오지 못해 별 토큰을 잃은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공개할 주문서 카드를 선택합니다. 쉬운 난이도 혹은 어려운 

난이도의 카드 중 원하는 카드 1장을 선택해 공개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10   게임 도중에 별 토큰을 모두 잃으면 해당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제외되

며, 동시에 나무 토큰 1개도 같이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V. 게임의 종료와 승리 조건

별 토큰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요리를 가장 늦게 해서 나무 토큰 획득 실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 토큰 1개를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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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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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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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 20
minage players

FOLD THE BEST RECIPE WITH FOLD-IT!
ONLY THE CHEFS WITH THE QUICKEST HANDS AND CLEVEREST STRATEGY CAN BE THE BEST!
WILL YOU BE THE MOST FAMOUS CHEF IN TOWN?

5 Recipe cloths 22 Basic order cards 20 Advanced order cards 

I. Contents

II. Overview
Your goal is to cook recipes the fastest, based on the order cards. When the 
order card is revealed, everyone starts cooking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ok the order, each player takes their individual recipe cloth and 
folds it such that it only shows the items displayed on the order card.

If there are no more wooden tokens remaining, the round is over. If you made the 
wrong order or were the last to finish, you have to discard a star token.

Once a player loses three star tokens, they’re out of the game. Once only one player 
is left with star tokens, they’ve won the game!

Game Rules

<Front> <Front><Back> <Back>

Order cards 

4 Wooden 
tokens

15 Star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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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etup
   Each player takes a recipe cloth and places it in front of them, 

unfolded. 

  Each player takes 3 star tokens. 

   Shuffle the two decks of order cards separately and place them both 

in the middle of the table.

Note  Blue order cards are simpler and Red order cards more are difficult.  

   Place the wooden tokens scattered in the middle of the table. There 
should be one fewer tokens than the number of players. (Example: 

With three players, use two tokens).

IV. Play

1   The player who most recently cooked a dish is the start player.   

2    The start player chooses one of the decks (Blue or Red), says aloud 
‘1, 2, 3!’ and flips over the top card from that deck for all to see. Keep 

it in the middle of the table, and discard it once the round is over.

3    Everyone looks at the order card and immediately begins folding 

their recipe cloth to make the order.

   Completing an order means only dishes from the order card are 

showing on your recipe cloth.

   Players may only fold the cloth along the clear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between dishes. 

Note  The pictures of dishes are the same on both sides of the cloth.

   The arrangement of dishes on your recipe cloth does not need 
to match the order card, so long as the dishes displayed are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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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 soon as a player completes an order, they can grab a wooden 

token. 

5    If there are no more wooden tokens remaining, the round is over. 
If you have a token, keep it in front of you so everyone knows you 
completed your order.   
Since there is one fewer wooden token than the number of players, 
the last player to complete the order won’t be able to grab one. The 

player must discard one of their star tokens from the game.

6    Once everyone’s made their order, make sure that each recipe cloth 

matches the order card.

7    If a player with a wooden token made the wrong order, they must 

also discard one of their star tokens from the game.

8    All players return their wooden tokens to the middle of the table and 
prepare for the next round.

9    Flip over the next order card and start a new round of cooking! Play 
the same as above. The player who was last to complete their order 
is the start player for the next round.

10   Once a player loses all their star tokens, they're no longer in the 
game. When this happens remove another wooden token, so that 
there is still one fewer wooden token than the number of players. 

V. Game End and Winning
The last player to be holding star tokens wins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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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t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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