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인원: 2~4명 / 사용 연령: 8세 이상
돼지는 진흙 속에서 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진흙이 씻겨 내려가죠.
비를 피하려 헛간에 들어가면 농부가 들어와 목욕을 시킵니다. 헛간 문을 잠그면, 벼락이 쳐서 헛간을
태워버리곤 하죠. 헛간 문을 잠그고 지붕에 피뢰침을 달면? 진흙과 함께 하는 완벽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농부의 손길과 비를 피해 돼지에게 진흙 목욕을 시켜주세요. 더러운 돼지는 행복하답니다.

게임 구성물
카드 66장
양면 돼지 카드 12장, 진흙 카드 21장, 비 카드 4장, 헛간 카드 9장, 벼락 카드 4장
피뢰침 카드 4장, 목욕 카드 8장, 헛간 잠금 카드 4장

게임의 목표
자기 앞에 놓인 돼지가 모두 더러운 돼지이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 준비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 인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돼지 카드를 가져와 깨끗한 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
4명: 돼지 카드 3장 3명: 돼지 카드 4장 2명: 돼지 카드 5장
남은 돼지 카드는 상자에 넣어 둡니다.
나머지 카드를 모두 모아 잘 섞은 후, 각 플레이어에게 3장씩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고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가운데에 둡니다.
게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게임 진행
가장 어린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에는 다음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기 손에 든 카드를 한 장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자기 손에 든 카드를 한 장 버립니다.
선택한 행동을 한 뒤에,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 한 장을 뽑아 항상 3장을 들고 있도록 합니다.
자기 손에 든 카드 3장 중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자기 앞에 헛간이 없는데 손에 피뢰침
카드만 있는 경우) 손에 든 카드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버린 후 새로운 카드 3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더미가 바닥나면? 버려진 카드를 하나로 모아 잘 섞은 후 새로운 더미를 만듭니다.

카드의 효과
진흙 속에 있으면 돼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진흙 카드를 사용하면 큰 소리로 “드렉사우!”라고 말하고
자신의 돼지 하나를 더러운 면이 보이게 뒤집습니다.

* ‘드렉사우’는 ‘더러운 돼지’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비 카드를 사용하면,
자신의 돼지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의 더러운 돼지가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면의 카드를 모두 깨끗한 면이 보이게 뒤집습니다.
단, 헛간에 있는 더러운 돼지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헛간 카드는 자신의 돼지 카드 위에 놓습니다.
헛간은 돼지가 비에 젖는 걸 막아주지만, 농부가 목욕시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벼락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플레이어의 헛간 하나를 선택해 태워버립니다.
불에 탄 헛간은 벼락 카드와 함께 버려집니다.

* 선택한 헛간 카드에 헛간 잠금 카드가 같이 있다면 두 카드 모두 함께 버려집니다.

피뢰침 카드는 자기 헛간 카드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피뢰침 카드가 놓인 헛간은 벼락 카드를 사용해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목욕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플레이어 앞에 놓인 더러운 돼지 하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돼지는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단, 잠긴 헛간 안에 있는 돼지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돼지가 목욕 카드로 깨끗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헛간 잠금 카드는 이미 헛간에 있는 자신의 더러운 돼지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헛간 카드 위에 놓습니다. 만약, 피뢰침이 달린 잠긴 헛간에 더러운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더러운 돼지로 남으며,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 종료
누군가 자기 앞에 놓인 돼지를 모두 더러운 돼지로 만들면 게임이 끝나며,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변형 규칙
게임 경험이 쌓인 후, 좀 더 빠르고 박진감 있는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각자 카드를 3장이 아니라 4장씩 갖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 인원: 2~4명 / 사용 연령: 8세 이상
농부 아저씨는 시장에서 열리는 “가장 아름다운 돼지” 경연대회에 참가하려 합니다.
돼지 털을 윤기 나게 빗질하고, 스카프 장식과 우산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돼지들은 달아나 버렸고, 간신히 찾아낸 돼지들은 이미
진흙 속을 뒹구느라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장 규칙을 적용하면 기본 게임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더러운 돼지로 승리해 맛있는 먹이가 담긴 양동이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돼지로 승리해 빛나는
트로피를 거머쥘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게임 구성물
카드 32장 : 아름다운 돼지 카드 16장, 도망 카드 12장, 행운의 새 카드 4장
토너먼트 규칙 용 구성물 : 양동이 타일 3개(당근 1~3개), 트로피 타일 3개(별 1~3개)

게임의 목표
자기 앞에 놓인 돼지가 모두 더러운 돼지이거나, 또는 모두 아름다운 돼지라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게임 준비
각 플레이어는 돼지 카드 3장을 가져와 깨끗한 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
남은 돼지 카드는 상자에 넣어 둡니다. 기본 게임과 확장 게임에 들어 있는 나머지 카드를 모두 모아
잘 섞은 후, 각 플레이어에게 3장씩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받은 카드는 손에 들고,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게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가운데에 둡니다.

중요: 드렉사우 기본 게임과는 달리, 플레이 인원과 관계없이 항상 3장의 돼지 카드를 사용합니다.

게임 진행
기본 게임인 “드렉사우”에 들어 있는 카드는 기본 게임의 규칙을 따릅니다.
확장 게임에는 아래의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돼지를 깨끗하게 씻기고 단장하였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카드는 더러운 돼지든 깨끗한 돼지든 누구의 돼지든 상관없이
아무 돼지 카드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아름다운 돼지는 우산이 있어 비가 내려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돼지가 있는 헛간에는 헛간 잠금 카드를 놓을 수 없습니다.
헛간 잠금 카드가 놓인 헛간의 더러운 돼지에는 이 카드를 놓을 수 없습니다.
즉, 피뢰침이 달린 잠긴 헛간에 있는 더러운 돼지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더러운 돼지로 남으며, 아름다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누구의 돼지이든 상관없이 돼지 카드에 놓인 아름다운
돼지 카드 한 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오직 도망 카드로만 아름다운 돼지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흙 카드,
비 카드, 목욕 카드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손에 든 다른 카드를 모두 즉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카드를 3장 뽑아 손에 듭니다.
주의 사항:
행운의 새 카드를 여러 장 손에 들고 있는 경우, 행운의 새 카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행운의 새 카드의 능력은 발동하지 않으며 버려집니다.

게임 종료
누군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게임이 끝나며,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돼지가 모두 더러운 돼지인 경우
또는, 자기 앞에 놓인 돼지가 모두 아름다운 돼지인 경우

토너먼트 규칙
게임을 여러 라운드로 진행할 경우 토너먼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로피 토큰과 양동이 토큰을 준비합니다. 각 트로피에는 별이 1~3개가 있고,
양동이에는 당근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는 각 토큰이 지닌 점수입니다.
두 종류의 토큰 모두 1점짜리 토큰이 맨 위에 보이게 1-2-3 순서대로 두 더미로 쌓아둡니다.
라운드를 승리한 플레이어가 달성한 승리 조건에 따라 맨 위의 토큰을 가져갑니다.
즉, 더러운 돼지로 이겼다면 먹이 양동이를 가져가고, 아름다운 돼지로 이겼다면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은 두 가지 토큰 중 한 종류가 모두 바닥날 때까지 (3~5라운드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 자기가 모은 토큰의 점수를 셉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두 명 이상이 동점인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최종 결승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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