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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 스도쿠

1~2인

1. 설명서에서 문제 하나를 골라 활동판 위에 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2. 규칙 에 맞게 활동판의 빈칸에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아 스도쿠 퍼즐을 완성합니다.

1. 각자 6가지 색깔칩(숫자칩)을 3개씩 준비합니다.

2. 순서를 정한 다음, 자기 차례가 되면 규칙 에 맞게 활동판 위에 색깔칩(숫자칩)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3. 색깔칩(숫자칩)을 규칙에 맞게 바르게 올려놓았는지 확인합니다. 

3. 번갈아 가며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다가 자기 차례에 더 이상 올려놓을 칩이 없는 사람은 

게임을 끝내고, 상대방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색깔칩(숫자칩) 중에서 올려놓을 수 있는 칩을 모두 

올려놓은 다음 게임을 끝냅니다.

4. 남은 칩의 수가 더 적은 사람이 이깁니다.

▶ 가로 또는 세로 방향의 한 줄에는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아 같은 줄에 같은 색깔
칩(숫자칩)이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 6개의 작은 네모 안에도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아 하나의 네모 안에 같은 색깔칩
(숫자칩)이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 가로 또는 세로 방향의 한 줄에는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아 같은 줄에 같은 색깔
칩(숫자칩)이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 6개의 작은 네모 안에도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칩(숫자칩)을 1개씩 올려놓아 하나의 네모 안에 같은 색깔칩
(숫자칩)이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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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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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도전!
설명서의 문제를 이용하지 않고 빈 활동판에 36개의 색깔칩(숫자칩)을 규칙에 맞게 올려놓아 스도쿠 퍼즐을 완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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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Sudoku

1~2 Người chơi

Players Game Contents

1 Bảng trò chơi 1 Túi 36 Quân cờ có màu

6 quân       6 quân       6 quân

1 Sách hướng dẫn trò ch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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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ọn một câu đố từ trang kế bên và đặt các quân cờ tương tự trong hình lên bảng trò
chơi.

2. Làm theo đúng Luật chơi và đặt đúng các quân cờ màu (hoặc có số) vào đúng chỗ.

1. Mỗi người lấy 3 bộ gồm 6 quân cờ màu (hoặc số).

2. Sau khi chọn người chơi trước, tuân theo Luật chơi và đặt 1 quân cờ lên bảng trò chơi.

3. Kiểm tra xem các quân cờ màu đã được đặt đúng theo quy tắc chưa.

3.Lặp lại các bước và lần lượt đặt các quân cờ lên bảng trò chơi. Khi đến lượt mà không
thể đặt thêm quân cờ nào lên nữa, bạn đã hoàn thành trò chơi. Sau đó, đối phương của
bạn có thể tiếp tục hoàn thành bàn cờ của họ. Khi đối phương không thể đặt thêm quân
cờ nào nữa, trò chơi kết thúc.

4. Người chơi nào còn dư ít quân cờ hơn sẽ chiến thắng.

▶ Ở mỗi hàng (ngang và dọc), bạn không được đặt hơn 1 quân cờ có cùng màu (hoặc số).

▶ 6 ô chữ nhật (có đủ vị trí cho 6 quân cờ) cũng phải chứa các quân cờ khác màu nhau. Các bạn không được 
đặt nhiều hơn 1 quân cờ có cùng màu (hoặc số) vào cùng một hàng ngang hoặc dọc.

▶ Ở mỗi hàng (ngang và dọc), bạn không được đặt hơn 1 quân cờ có cùng màu (hoặc số).

▶ 6 ô chữ nhật (có đủ vị trí cho 6 quân cờ) cũng phải chứa các quân cờ khác màu nhau. Các bạn không được 
đặt nhiều hơn 1 quân cờ có cùng màu (hoặc số) vào cùng một hàng ngang hoặc dọc.

Luật
chơi

1 người chơi

2 người chơi

Thử thách!    Không dùng đến các câu đố trong sách hướng dẫn, hãy xếp tất cả 36 quân cờ màu (hoặc số) lên bảng 
trò chơi theo đúng luật chơi để hoàn thành Câu đố Sudoku.

Cách chơi

Cách chơi

6 quân       6 quân       6 quân

Luật
chơi



식스 스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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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Sudoku

1~2 Players

Players Game Contents

1 Game Board 1 Bag36 Colored Chips

6 each 6 each 6 each

6 each 6 each 6 each

1 Gam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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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ose one problem from the next page, and place the chips in the same spaces to  
make the same game board.

2. Follow the Rules  and be sure to put the colored chips (or number chips) in the correct spaces.

1. Each player takes 3 sets of 6 colored chips (or number chips).

2. After choosing who goes first, follow the Rules  and put one of your chips on the board.

3. Check to make sure you have placed all of your colored chips (or number chips)  
correctly on the board.

3. Continue to play, and place chips one at a time on the board. When it’s your turn,  
and you cannot place any more chips on the board, you are finished the game. Then, 
your opponent may finish putting their chips on the board. When your opponent can 
no longer place chips on the board, the game is over.

4. The player with the least number of chips remaining wins.

▶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you may not place more than 1 chip of the same color 
(or number) in each row.

▶ In the 6 smaller squares (made up of 6 chip spaces) on the board, the same is true. You may not place 
more than 1 chip of the same color (or number) in the same row either horizontally or vertically.

▶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you may not place more than 1 chip of the same color (or number) in 
each row.

▶ In the 6 smaller squares (made up of 6 chip spaces) on the board, the same is true. You may not place 
more than 1 chip of the same color (or number) in the same row either horizontally or vertically.

Rules

Rules

1 Player

2 Players

Challenge! Without using problems from the instruction manual, place all 36 colored chips (or number chips) on the 
game board according to the rules to complete the Sodoku Puzzle.

How to Play

How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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