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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구성물
물웅덩이 카드 1장 

게임 방법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임의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동물을 쓰다듬어준 사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차례에는 아무나 한 명을 지정하여,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 한 장을 

뽑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손에 든 카드들을 뒷면으로 보여주어 어떤 카드인지 뽑는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세요. (즉, 뽑은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는 뽑고 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뽑는 행동을 누구를 지정해서 할지, 몇 번 반복할지는 플레이어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지정했던 플레이어를 또 지정해도 되고, 다른 플레이어를 

지정해도 됩니다.) 

뽑은 카드는 물 웅덩이 카드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나란히 놓습니다. (손이나 자신의 

동물원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게임 목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동물원에 숫자카드 세트(같은 숫자 3장 이상)를 많이 

모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빼앗아야 합니다. 자신의 동물원에 가장 먼저 숫자카드 세트를 조건에 맞게 

내려 놓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2인 : 5세트 / 3인 : 4세트 / 4 또는 5인 : 3세트 / 

게임 종료 참고)

게임 준비
1. 물 웅덩이 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2. 게임 인원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가 다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사용할 

카드를 준비합니다.

인원수 카드 세트 특수카드

2 1~12까지 검은 양 2장, 독수리 1장, 두더지 1장, 까치 1장

3 1~12까지 검은 양 3장, 독수리 2장, 두더지 1장, 까치 1장

4 1~14까지 검은 양 4장, 독수리 2장, 두더지 2장, 까치 1장

5 1~16까지 검은 양 5장, 독수리 3장, 두더지 2장, 까치 1장

3. 숫자카드를 잘 섞어 각자 5장씩 나눠 가집니다. (2명 게임시 6장씩) 남은 

카드로 ‘뽑는 카드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가운데 놓습니다.

4. 각자 검은 양 카드 한 장씩 받습니다. 특수카드인 까치카드는 뽑는 카드 

더미 옆에 앞면으로 둡니다. 그리고 남은 특수카드는 잘 섞어 각자 한 장씩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는 총 7장 (숫자카드 5장 + 검은 양 1

장 + 특수카드 1장 / 2인은 총 8장)으로 시작합니다.

5.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손에 든 카드는 혼자만 봅니다.

카드를 뽑다가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차례를 마칩니다.

1. 강제 종료 - 만약 다른 사람의 손에서 검은 양을 뽑았다면, 즉각 자신의 차례가 

끝납니다. 검은 양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동안 지금까지 물 웅덩이에 모아 

놓았던 카드 전부를 가져와 손에 든 카드와 합칩니다.

2. 자발적 종료 - “패스”라고 말하고 자신의 차례를 마칩니다. 

(패스는 검은 양을 뽑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물 웅덩이에 모아 놓았던 카드 전부를 가져와 

손에 든 카드와 합칩니다. 그리고 손에 든 전체 카드 

중에 골라, 방금 가져왔던 카드 장수보다 2장 적은 

ㆍ심화 게임용 추가 특수카드 3장 (하얀 양 1장, 엄마 양 1장, 늑대 1장)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동물을 세 마리 이상 데려와서 

여러분의 동물원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검은 양”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동물카드 78장

ㆍ숫자카드 64장 (숫자 1~16 X 같은 숫자 4장씩)  

ㆍ특수카드 11장 (검은 양 5장, 독수리 3장, 두더지 2장, 까치 1장)

검은 양

하얀 양

독수리

엄마 양

까치

3명이 게임을 하는 예시

플레이어가 손에 든 카드

 (숫자카드 5장, 검은 양 1장, 

독수리 또는 두더지 1장) 

뽑는 카드 더미 까치

물 웅덩이

두더지

늑대

2~5명 8세 이상 20~30분



특수카드 기능 설명
만약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검은 양이 아닌 다른 특수카드를 뽑게 되면 

1) 특수 기능을 발동합니다.

2) 특수 기능 사용 후 숫자카드처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3)  차례를 마칠 때 가져가는 카드의 장수에 포함합니다. (예 : 패스를 선언하고 숫자카드 2

장, 특수카드 1장을 가져가 총 3장을 가져갔다면, 2장 적은 1장의 숫자카드를 동물원에 

둘 수 있음) 

게임 종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자신의 동물원(각자 자신의 앞에 내려 놓은 숫자카드 모음)에 특정 

개수의 세트를 완성하면 게임에서 즉시 승리합니다.

강조 : 하나의 세트는 3장(4장도 가능)의 같은 숫자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원수 승리를 위해 모아야 하는 세트

2 5

3 4

4 또는 5 3

심화 게임
기본 게임에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3종의 추가 특수카드를 게임에 포함해보세요. 추가 

특수카드는 하얀 양과 엄마 양, 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 게임의 규칙 

1. 물 웅덩이 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2.  기본 규칙처럼 인원수에 맞춰 사용하는 숫자카드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특수카드는 

바로 밑의 4.항목을 참고 하세요.

3.  숫자카드를 잘 섞어 각자 5장씩 나눠 가집니다. (2명 게임시 6장씩) 남은 카드로 ‘뽑는 

카드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가운데 놓습니다.

4.  각자 검은 양 카드 1개를 받습니다. 까치 카드는 뽑는 카드더미 옆에 앞면으로 둡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8장의 특수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독수리 3장, 두더지 2

장, 하얀 양 1장, 엄마 양 1장, 늑대 1장 중에서) 선택된 카드들을 잘 섞어서 각자 한 

장씩 받습니다. 나머지 특수카드들은 이번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게임 박스에 

넣어주세요.

5.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손에 든 카드는 혼자만 봅니다.

하얀 양

소소한 행복을 주는 하얀 양

만약 플레이어가 하얀 양 카드를 뽑았다면, 우선 숫자카드처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카드 중에서 숫자카드 한 장을 자신의 동물원에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함에 따라, 까치가 게임에 사용되는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 또는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 조건을 충족시키며 즉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엄마 양 

언제나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해 줍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엄마 양 카드를 뽑았다면, 우선 다른 카드들처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그러면 즉시 뽑는 카드 더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와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만약 뽑는 카드 더미에 카드가 떨어졌다면, 엄마 양만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늑대

늑대 울음소리 한 번에 물 웅덩이에 모여있던 친구들이 도망가버리죠. 

만약 플레이어가 늑대 카드를 뽑았다면, 늑대 카드를 빼앗긴 사람이 현재 물 

웅덩이에 있는 모든 카드를 바로 가져가서 (특수카드인지 숫자카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뒷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그 카드들은 지금 진행 중인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날 때, 늑대를 빼앗긴 사람의 손으로 갑니다)

플레이어는 뽑은 늑대 카드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은 

카드들을 물 웅덩이에 있는 늑대 카드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장수의 카드를 자신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 놓은 카드가 있는 장소를 

각 플레이어의 “동물원”이라고 부릅니다) (숫자카드만 내려 놓을 수 있으며 카드의 

숫자가 달라도 됩니다.)

차례를 마쳤다면, 이번 차례였던 사람의 왼쪽부터, 모든 플레이어는 손에 든 카드가 최소 7

장 이상이 되도록 뽑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옵니다. (2명이 할 때는 8장까지 / 만약 

들고 있는 카드가 7장을 초과할 경우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 뽑는 카드 더미에서 더 이상 가져올 카드가 없다면, 이 행동은 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가 시작됩니다.

※플레이 예시 : 연우의 차례입니다. 연우는 준우에게서 카드 한 장을 뽑고, 다비에게서 카드 한 

장을 뽑고, 다시 준우에게서 카드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승호에게서 카드 한 장을 뽑고 

고민하다가 한 장 더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검은 양은 뽑지 않았고 카드들은 한 장씩 

뽑자마자 물 웅덩이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이제 테이블 가운데 물웅덩이 카드 옆에 놓아두었던 카드 5장을 모두 가져와 손에 듭니다. 

그리고 가져온 카드 장수인 5장보다 2장 적은 3장의 카드를 골라 자신의 앞(자신의 동물원)에 

내려 놓습니다. 내려 놓은 카드는 모두 숫자카드입니다. 그리고 연우의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부터, 

손에 든 카드가 7장이 될 때까지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 옵니다. 연우는 손에 든 카드가 5

장이었으므로 2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연우의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 차례가 시작됩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모든 동물들을 굽어보는 존재입니다. 독수리의 부름을 받은 

동물이여, 그 부름에 응답할지니!

독수리를 뽑았다면, 아무나 한 명에게 특정 숫자카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 만약 선택된 사람이 해당 숫자카드가 한 장 이상 있다면, 해당 숫자카드 

한 장을 물 웅덩이 옆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 만약 선택된 플레이어의 손에 해당 숫자카드가 한 장도 없다면, 물어본 플레이어의 차례는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패스”를 선언한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재확인 : 그 동안 물 웅덩이에 

모아두었던 카드들을 전부 가져와서 그 장수보다 2장 적은 장수의 카드를 자신의 동물원에 내려 

놓습니다.) 이렇게 차례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독수리 기능을 쓰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 연우가 승호에게서 독수리를 뽑았습니다. 연우는 누구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준우에게 “너 9(

얼룩말) 있지?” 라고 물어보았고, 준우는 마침 9 카드 2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장을 물 웅덩이 

옆에 내려 놓습니다.)

두더지

두더지를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비밀을 폭로할지도 몰라요.

두더지를 뽑았다면, 두더지를 빼앗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하는 숫자카드 한 장을 골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카드를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카드를 다시 

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 연우가 준우에게서 두더지를 뽑았습니다. 연우는 준우에게 카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모두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카드를 한 장 골라서 물 웅덩이 옆에 두었습니다. 준우는 카드를 다시 섞습니다.)

까치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뽑는 사람에게 멋진 행운을 줍니다! 

1. 까치를 게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

까치는 뽑는 카드 더미 옆에 공개되어 있다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 

(또는 동시에)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부터 게임에서 사용합니다.

ㆍ누군가가 동물원에 숫자카드 한 세트(카드 3장)를 완성하는 순간 .

ㆍ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미 동물원에 내려놓은 것과 같은 카드를 내려 놓는 순간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은 까치 카드를 가져가서 자신의 손에 든 카드에 포함시킵니다.

2. 까치의 기능 설명

만약 누군가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까치를 뽑게 되면, 우선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물원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골라 가져와 물 웅덩이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 준우가 처음으로 하나의 세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준우는 까치를 가져가 손에 듭니다. 

이어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마침내 연우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연우가 준우의 손에서 

까치를 뽑았습니다. 연우는 까치를 물 웅덩이 옆에 두고, 다비가 내려놓은 카드에서 한 

장을 골라 물 웅덩이 옆에 놓습니다.)

팁 : 다음 번에 게임 준비를 편리하게 만드는 정리 방법!
1) 13 / 14 / 15 / 16 카드는 4장씩 별도로 모아두세요. (순서대로 박스 가장 아래에) 
2) 검은 양 / 특수카드끼리 별도로 모아두세요. 그리고 물웅덩이 카드를 가장 위에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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