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한 타일 놓기 게임,

8세 이상의 2-4인을 위한 게임

디자이너 Shun and Aya Taguchi 제작

구성품

• 88 섬 타일

뒷면 종류별로 4개의 작은 섬 조각들 종류별로 4개의 중간 섬 조각들

각 종류별로 1개의 큰 섬 조각들 종류별로 1개의 긴 섬 조각들

각 종류별로 4개의 각 종류별로 2개의 이웃한 섬.

마주보는 섬 추가로 종류마다 반전 이미지가 있다.

• 4 개인 보드 – 양면으로 구성:

한 면은

시작 섬이

인쇄되어

있다 (4장

모두 다른

형태이다).

다른 면은 섬이

없는 공백이다.

• 4 시작 섬.

양면

• 4 플레이어 토큰

플레이어

색상 당 1

• 액션 보드

섬 발견 시민 배치

섬 창조 에너지 변환

• 32 특별 섬 • 4 플레이어 마커

12장: 능력 없음

• 24 승점 마커

6 × 18×6장: 1회성 능력

수동 면 활성 면

6장: 지속적인 능력

• 규칙서8장: 승점 제공 능력

• 1 공급 보드
• 1 점수계산

용지

게임 개요와 목적

스카이랜드 세상은 부유하는 파편들만 남기면서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그들의 기술을 사용해, 그들 세계의 섬 그리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숲, 산 및 수정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특별한 새로운 섬을 만들고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어 보드에 섬 타일을 놓고 숲, 산 또는 수정으로 이루어진 파편들을 이어, 또는 승점 획득에 사용하는 도시를 이용해

새로운 섬을 만들어냅니다. 플레이어는 차례가 되면 네 가지 가능한 행동 중 하나를 택할 것입니다. 활성 플레이어는 보너스를 얻지만 해당 플레이

어만 액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도 참여해 같이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 액션들을 통해 새로운 섬 타일을 배치하고, 완성된 섬에 주민들을 채우고, 특별한 섬도 만들며, 크리스탈로 도시에 전원을 공급해 승점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보드에 두 개의 빈 칸만 가지고 있거나 섬 타일 또는 기본 공급 승점이 모두 소모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각자 승점 (VP)을

합산해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 60 시민

각 색상 별 20명 (보라, 초록,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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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공용 구성품:

• 경기장 중앙에 공급 보드를 놓고 직소

퍼즐 방식으로 네 개의 액션 보드를 추가

합니다. 그들의 색에 따라 공급 보드에 60

명의 시민을 배치합니다.

• 섬 타일들을 더미로 만듭니다:

참여 인원 수에 따라 아래 표식을 보고

일부 타일을 제외합니다.

표식 없음

• ‘에너지 변환’ 보드 옆에 다음과 같은 수의 승점 마커를 배치

합니다. 이곳을 공용 공급소로 칭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마커를 게임 상자로

반환합니다.

스카이랜드의 섬들:

• 스카이 랜드에는 네 가지 유형의 섬이 있습니다 (그림 참조):

• 완성된 섬은 동일한 유형의

인접한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계선이 한 유형의 지형 주위를

둘러쌓고 있습니다.

숲 유형의 완성된 섬

숲 산 크리스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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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견

사용하지 않는 타일들은 모두 게임 상자로

반환해 테이블에서 제거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섬 타일을 잘 섞어서 뒤집어

‘섬 발견’ 액션 보드 옆에 쌓아 놓습니다.

4인 표식없음

3인

2인

4인 모두 사용 (48)

3인 42

2인 32

에너지
변환



개별 플레이어 구성 요소:

• 각자 선택한 색의 플레이어 마커와 플레이어

토큰을 가져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어 마커를 활성 상태로 돌립니다.

• 특별 섬들을 위한 공급처를 만듭니다:

특별 섬 타일들의 뒷면 색상을 확인해 각 특별 섬을 분류하고 더미를 만들어 각각 따로

잘 섞습니다. 그런 다음 각 더미에서 4개의 타일을 뽑아 16개 구성된 특별 섬 공급처를

그림과 같이 ‘섬 창조’ 액션 보드 옆에 만들어 놓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특별 섬 타일들은 다시 게임 상자로 반환합니다.

모든 개별 특별 섬 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페이지의 특별 섬 개요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라면, 혹은 신규 참여 플레이어가 있는 게임이라면, 준비 예시

그림에 표시된 16개의 특별 섬으로 플레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보드를 선택합니다:

▶ 보드 좌측 상단에 섬 일부가 미리 인쇄된

개인 보드 면이 보이게 테이블에 올려놓습

니다. 해당 면은 완벽한 게임을 위해 미리

3개의 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변형규칙: 전술적 시작

아무것도 없는 면을 사용합니다. 

각자 시작 섬 타일과, 공급처에서 3개의

섬 타일을 가져온 후 그 중 2개를 고릅니

다. 그런 다음 모든 플레이어는 시작 섬과

나머지 섬 타일 2개를 규칙에 따라(4페이

지 참조) 자신의 개인보드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시작 섬을 어느

외곽 면에 놓을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섬 타일들은

더미에 다시 섞습니다.

• 선택한 색상에 따라 모든 플레이어의 이름을

채점 패드에 있는 차트의 첫 번째 줄에 채웁

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 가장자리가 열린 섬이 있다면, 이 섬은

미완성입니다.

열린 가장자리
4 공간 6 공간 2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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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창조

시민 배치

• ‘시민 배치’와 ’에너지 변환’ 액션은

완성한 섬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게임 종료 시 자신의 공간 수에 따라

완성한 섬에서만 승점을 얻습니다.

• 공간의 수는 타일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타일 배치 규칙
타일 배치 규칙은 모든 섬 및 모든 특별 섬 타일에 적용됩니다. 타일을 놓은 후에는 타일을 돌리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 타일 배치: • 타일 방향:

타일은 플레이어 자신의

개인 보드의 빈 칸에 놓을

수 있습니다

• 인접한 타일: • 보드의 외각 면: 1)

배치 된 타일의 각 외각 면은

유형 (숲, 산, 크리스탈, 도시

또는 구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T
!!중요: 플레이어보드의가장자리

방향으로열린 면을 가지게끔놓은

섬은 완성할수 없습니다!

3)

S 4) 5)

예: 이 그림은 개인 보드의 가장자리

에 인접하게 배치된 타일의 5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게임 진행

먼저, 시작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정합니다.

스카이랜드는 일련의 게임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각 라운드동안 시작 플레이어가 먼저 진행하고,

이후 시계 방향으로 돌며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어갑니다. 자신의 차례를 수행하는 플레이어를

활성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자신의 턴을 시작할 때, 활성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어 토큰(미플)을 한 액션 보드의

현재 위치에서 다른 세 액션 보드 중 하나에 재배치합니다.

첫 라운드: 첫 라운드 동안, 활성 플레이어는 자신이 선택한 액션 보드에 플레이어

토큰(미플)을 놓습니다.

몇 개이건, 플레이어 토큰(미플)이 동일한 액션 보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플레이어는 활성 플레이어가 선택한 액션을 수행합니다. 활성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활성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받지 못하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액션을 완료하면 다음 플레이어가 활성 플레이어가 되어 계속 진행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씩 활성 플레이어가 된 후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Special action:

예:

Felix의 플레이어 토큰이 시민 배치 액션 보드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세 가지 액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토큰을 해당 보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활성 면 수동 면

한 게임당 한 번, 플레이어는 이전 액션을 반복하고 동일한 액션 보드에 토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플레이어 마커를 수동 면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예:

Laura는 활성 플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게임

라운드에서 그녀는 섬을 발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 액션을 반복하려면

플레이어 마커를 뒤집어야만 플레이어 토큰을

이동하지 않고 동일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4

개인 보드에 타일을 추가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타일을 임의

의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

니다.

2)

플레이어 보드의 가장자리에

타일을 배치 할 때 외각 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섬이나

구름 등 모든 유형을 외각을

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액션 세부사항:

섬 발견

활성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수에 1을 더해 모든 이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섬 타일들을 펼쳐 놓습니다.

(디스플레이).

활성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여 각 플레이어는 공개 된 섬 중 하나를

가져와 타일 배치 규칙에 따라 각자 개인 보드에 추가합니다.

(4 페이지 참조)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섬을 배치할 수 없거나, 원하는 섬이 없는

경우에는, 패스(pass)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섬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활성 플레이어의 보너스:

모든 플레이어가 하나의 섬 타일을 가져가거나 패스 한 후, 활성

플레이어는 패스 또는 하나 이상의 섬 타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은 섬 타일은 디스플레이에서 버려진 더미로 되돌립니다.

시민 배치

활성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개인 보드에서 숲, 산, 또는 크리스탈의 완성된 섬

중 시민이 점유하지 않는 공간을 최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섬을 선택합니다(도시는 선택 불가능).

그런 다음, 플레이어는 같은 색상의 시민을 공용 공급처에서 가져와

완성된 섬의 비어 있는 공간만큼 배치한다. 만약 공용 공급처에 공급

에 필요한 시민 수량이 모자를 경우, 남는 공간은 채우지 못합니다.

활성 플레이어의 보너스:

예: 4 인 게임에서 Maria는 더미에서 5 개의 타일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첫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에 큰 숲 섬 조각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개인 보드에 놓습니다.

예:

Max는 숲의 섬 전체에 두 명의 녹색 거주자를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완성인 산의 섬, 또는 도시의 섬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섬 창조

활성 플레이어부터 각 플레이어는 디스플레이에서

특별한 섬 타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Felix는 시민 배치 액션을 선택합니다. 그는 활성 플레이어 이기에

자신의 전체 섬 중 완성된 두 곳을 선택하고 각 섬의 비어 있는 모든

공간마다 해당 색상의 시민 한 명씩을 배치합니다.

가격
(흰 색 =
어떠한 색의
시민도 가능)

특별한 섬을 얻기 위해서, 플레이어는 그 타일에 표시된 시민들을

개인 보드에서 공용 공급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흰 색 시민은

모든 색 (녹색, 보라색 또는 파란색)의 거주자를 나타냅니다.

획득하는
승점(VP)

예:

Max는 표시된 시민을 보드에서

공용 공급처로 되돌려 보냅니다.

흰 색은 파란색으로 대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선택한 타일을

개인 보드에 놓습니다.

효과

5

활성 플레이어는 하나의 섬 대신 두 개의 완성된 섬을 선택할 수

있으며 즉시 두 섬 모두에 시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타일은 배치 규칙에 따라 개인 보드 위에 놓아야 합니다(4페이지 참조). 

플레이어가 특별 섬 타일 획득을 위해 돌려보내야 하는 시민의 수 및 / 

또는 유형이 없거나 규칙에 따라 타일을 배치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타일도 원하지 않으면 패스해야 합니다.

활성 플레이어의 보너스:
활성 플레이어는 특별한 섬을 획득할 때 색상이 없는 흰 색 시민을

돌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할인)

예: Laura는 표시된 특별 섬 타일을 선택하고 녹색과

보라색 주민을 다시 공급원으로 되돌립니다. 그녀는

활성 플레이어이기에 색상이 없는 흰 색 백인 시민은

무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개인 보드에 특별 섬

타일을 놓습니다.

특별 섬은 4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섬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참조):

• 능력 없음: 이 타일들은 당신이 ‘섬 발견’ 액션으로 획득할 수 있는 타일들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1회성 능력: 각 타일에는 보드에 놓았을 때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는 1회성 능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지속적인능력: 타일을 보드에 놓자 마자, 플레이어는 이후 라운드에서 타일의 능력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점 제공 능력: 각 타일은 조건 충족 시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는 승점을 보여줍니다.

!!중요: 각 조건은 반복해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역주: 타일들이 보통 ‘*당 *점’ 인데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변환

주어진 플레이어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적어도

하나의 시민이 있는 완성된 크리스탈 섬 중 하나와

완성된 도시 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어는 도시 섬의 각 공간이 가득 찰 때까지

또는 크리스탈 섬의 모든 거주자가 이동할 때까지 시민을 크리스탈

섬에서 도시 섬의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점유한 각 공간 당 공급처에서 1 VP를 얻고 도시 섬에 있는 시민

들을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예: Felix는 2명의 시민을 크리스탈 섬에서 도시 섬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공급처에서 2 VP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2 명의

주민을 제거하고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중요: 이 액션 중에 준비한 승점 마커를 모두 소모하면, 점수계산

용지의 플레이어 색상과 일치하는 칸에 받지 못한 마커만큼

의 승점을 기록합니다 (괄호 안에 넣음). 

그리고 이 기록 행동 후 게임을 종료합니다.

활성 플레이어의 보너스:
활성 플레이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민을 이동시킵니다.

▶ 하나 또는 두 개의 크리스탈 섬에서

하나의 도시 섬으로 시민을 이동합니다.

또는

예:

승점 마커 소모로 받을 수

없는 승점은 좌측과 같이

기록합니다.

▶ 하나의 크리스탈 섬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도시 섬으로 시민을 이동합니다.

또한 활성 플레이어는추가로 2 VP를 받습니다 (추가 VP를 얻으

려면 최소 1명의 파란색 시민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예:

Max는 활성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 섬 (6 칸)에서 에너지를

변환하기 위해 시민 4 명의 이동을 계획하고 두 개의 크리스탈 섬 (각각

2 명)을 선택합니다. 그는 시민 이동을 통해 승점 6 점을 얻었습니다. 

4 점은 주민에게, 2 점은 활성 플레이어의 보너스로 얻습니다.

그런 다음 시민들을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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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와 점수계산

아래의 경우가 발생 시 플레이어가 턴을 마친 후 게임을 종료합니다:

• 적어도 플레이어 한 명의 개인 보드에 빈 사각형이 하나 또는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 공급처에 준비해 놓았던 승점 마커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예외 사항:

만약 ‘섬 발견’ 액션 진행 시, 더미에서 정해진 숫자(플레이어+1) 만큼

섬 타일을 공개하지 못할 경우 액션을 수행하지 않고 그 즉시 게임을

종료합니다.

이제 최종 승점을 계산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VP를 확인하고 채점 용지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개인 보드에서 비어 있는 칸 당 2 VP를

잃습니다 (-2 VP).

자신의 개인 보드에 남아있는 시민 2명 당

1 VP를 얻습니다. (+1 VP)

완성한 섬들의 각 공간마다 1 VP을 얻습니다.

전체 섬의 일부가 되는 각 특별 섬 타일들은 섬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VP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름으로 둘러 쌓인 섬은 그 자체가 완성입니다.

"?"가 표시된 특별 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VP를 얻을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승점 제공 섬

참조).

예: Laura는 ‘섬 발견’ 액션을 선택하고 보드 위에 타일 두 개를 놓았고, 

빈 칸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끝나면 게임은 끝날 것이고

점수 계산이 시작됩니다.

승점 계산 예: 위 그림은 Maria의 게임 종료 시 개인 보드 상황입니다.

그녀는 비어 있는 공간 2개로 인해

4 VP를 잃습니다.

그녀는 보드에 남아있는 시민 9 명을

공급처로 되돌리며 4 VP를 얻습니다.

그녀는 완성한 섬들의 공간들로 인해

28 VP를 얻습니다.

그녀는 특별 섬 타일들로 인해 11 VP

를 얻습니다.

완성한 섬의 한 부분인

특별 섬을 통해 1 VP를

얻습니다. (미완성 시 X)

‘쉼터’ 타일로 인해

2 VP 획득합니다.

그 자체로 완성된

섬이기 때문입니다.

‘숲의 신전’ 타일로 인해 그녀는

완성한 숲의 섬마다 2 VP를 얻습

니다. 그래서 총 8 VP를 얻게

됩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은 아래의 승점을 추가합니다:

• 마커들 로부터 획득한 VP.

• 플레이어 마커가 여전히 활성화 면으로 되어

있다면 2 VP를 획득합니다.

• 마커 부족으로 인해 괄호에 기입한 VP가 있다면, 그것도 합하세요.

게임 중 획득한 승점 마커들과

활성화 중인 플레이어 마커로

인해 총 10 VP를 얻습니다.

각자 계산한 모든 분야의 점수를 더합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의

승자입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세요.
Maria는 49 VP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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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섬 살펴보기
제공 능력이 없는 특별 섬

작은 특별 섬 조각들*

중간 특별 섬 조각들*

완성되어 있는 특별 섬들

1회성 능력을 제공하는 특별 섬

전초기지(Outpost)

즉시 섬 더미에서

즉시 공급처 타일을 한 개 가져와

에서 2 VP를 개인 보드에 놓거나

얻습니다. 버립니다.

유용한 지형 (Fruitful Terrain)*
타일이 있는 섬이 완성되는 즉시, 플레이어는 완성된 섬의 모든 공간에

한 명씩의 시민을 배치합니다.

수익성 있는 도시 (Profitable City)*

이 특별 섬 타일이 있는 도시가 완성되는 즉시, 

플레이어는 완성된 도시의 두 공간마다 1 VP를

획득합니다.

발전기 (Generator)

'에너지변환' 액션을 선택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공급처에서 1 VP를 얻습니다.

쉼터 (Hostel)
완성된 섬에서 온 시민을 4명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섬 창조’ 와 ‘에너지 변환’액션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의 빈 공간은 경기 내내 새로운 시민들

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쉼터 공간은 게임 종료 시 VP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배치되어 있는 시민은 계산합니다.)

상인 구역 (Merchant District)*

‘섬 창조’와 ‘에너지 변환’액션 동안, 플레이어는 같은

색의 시민 2 명을 공급품에서 다른 색의 시민 1명으로

교환하여 즉시 액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 / 숲 구역 (District)

'섬 창조' 액션 동안 특별 섬 구입 시

공급처로 보내야 하는 시민 중 해당

색의 시민을 하나 적게 되돌립니다.

발전소 (Power Station)

'에너지변환' 시 이 특별 타일에 시민을 배치하면

2 VP를 추가로 얻습니다.

!!중요: 2점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명의 시민을

이 도시 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추가 승점을 제공하는 특별 섬

성지 (Shrines) 각 성지는 게임이 끝날 때 표시된 유형의 섬들이 개인

보드에 완성되어 있을 때마다 2 VP를 얻습니다. (성지

자체는 승점을 얻지 못합니다. 표시된 유형의 완성된 섬

만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안식처 (Sky Haven)

하늘 안식처는 게임 종료 시 개인 보드에 여전히 남아

있는 2 명의 모든 시민마다 1 VP를 얻습니다.

신성한 장소 (Sanctum)

신성한 장소는 게임 종료 시 이 특별 섬 주위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근접한 타일마다 1VP, 최대 8 VP를

얻습니다.

창조자들의 학교 (Academy of Creators)

창조자들의 학교는 게임 종료 시 이 특별 섬을 포함하여

개인 보드에 배치된 모든 특별 섬마다 2 VP를 얻습니다.

별장 (Villa)

별장은 게임 종료 시 개인 보드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섬의 모든 공간에 대해 각

공간마다 1 VP를 얻습니다.

* 표시된 승점/능력들은 특별 섬 타일이 완성된 섬의 일부일 경우에만 발생 또는 마지막 점수계산 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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