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목적

인디언 마을에 코요테가 나타났다! 코요테의 속임수를 현명하게 알아내, 인디언 

마을을 구하는 영웅은 바로 누구?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의 코요테 카드 숫자는 

보여도 자신의 코요테 카드 숫자를 모르니 이를 어쩐담?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의 코요테 카드 숫자의 총 합을 맞추세요!

게임 구성

ㆍ코요테 카드 36장

① 숫자 카드 : 1~5 (각 4장), 10 (3장), 15 (2장), 20 (1장), 0 (3장), -5 (2장), -10 

(1장)

② 특수한 기능이 있는 카드 : 밤 카드 (0) 1장, 인디언추장 카드 (?) 1장, 인디언소

녀 카드(MAX 0) 1장, 고기 카드 (X2) 1장

ㆍ플레이어 카드 10장          ㆍ스페셜 게임용  카드  10장

게임 시작전 알아두기

①  코요테는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인디언포커 게임입니다. 자신이 가진 카드를 

자신이 모르는 것이 핵심!! 게임 중 자신의 코요테 카드 숫자를 절대 보지 마

세요! (카드를 이마에 가까이 대세요)

②  나누어 받은 플레이어 카드는 자신의 추리가 2번 틀리면 반납합니다. 플레이

어 카드가 없는 참가자는 한 번 더 틀리면 즉시 탈락합니다.

“카드를 뒤집는다” , “카드를 버린다” (남은 기회 : 3번 / 남은 기회 : 2번 / 남은 기회 : 1번)

게임 방법

모든 게임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어 카드를 1장씩 받아 2명의 소녀가 보이는 면

을 자신의 앞에 둡니다. 코요테 카드를 잘 섞어서 가운데에 뒷면으로 둔 다음, 플

레이어 1인당 1장씩 뒷면으로 가져갑니다(앞면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모든 플

레이어가 자신의 코요테 카드를 이마에 가까이 대고 다른 사람이 앞면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우~” 가장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

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이마에 있는 코요테 카드를 보고 코요테 

숫자의 합을 추리해서 말합니다. (1 이상의 수)

다음 플레이어는 자신의 순서에 아래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① 더 큰 숫자 말하기   또는 ② “코요테!” 외치기  

① 더 큰 숫자 말하기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가 전체 코요테의 합계 이하(

같거나 적다고)라고 생각하면, 더 큰 수를 말합니다. 

② “코요테!” 외치기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가 전체 코요테의 합계보다 크

다고 생각하면 “코요테!”라고 외칩니다.

누군가 “코요테!”라고 외치면, 플레이어들은 코요테 카드를 가운데에 앞면으로 

냅니다. 실제로 코요테가 몇 마리 있는지 그림의 숫자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특

수 카드의 기능을 적용해서 합계를 내주세요.
뒷면 / 앞면 

뒷면 / 앞면 뒷면 / 앞면 

게임 디자이너 Spartaco Albertareli & 일러스트 Kyungrok Oh



1. 실제 합계가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 보다 클 때 → “코요테 외친 사람의 실패” 이

자 “이전 플레이어의 성공”입니다.

예시) 이전 플레이어가 “30”을 말하고, 실제로 코요테 숫자카드를 계산한 합이 “36”일 때

내 순서에 코요테라고 외쳤다면 나는 실패합니다.

2. 실제 합계가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와 같을 때 → “코요테 외친 사람의 실패” 이

자 “이전 플레이어의 성공”입니다.

예시) 이전 플레이어가 “36”을 말하고, 실제로 코요테 숫자카드를 계산한 합이 “36”일 때

내 순서에 코요테라고 외쳤다면 나는 실패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추리를 했기 때

문에)

3. 실제 합이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 보다 작을 때 → “코요테 외친 사람의 성공” 이

자 “이전 플레이어의 실패”입니다.

예시) 이전 플레이어가 “39”를 말하고, 실제로 코요테 숫자카드를 계산한 합이 “36”일 때

내 순서에 코요테라고 외쳤다면 나는 승리합니다.

실패한 플레이어는 게임 기회를 잃습니다. 게임 시작 전 알아두기의 플레이어 카드 

사용그림을 참고하세요. 이후 사용한 카드는 제외하고, 카드 더미에서 코요테 카드

를 플레이어 1인당 1장씩 뒷면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갈 카드가 부족한 경우 사용한 

카드를 다시 섞어 더미를 새로 만듭니다. 

지난 차례에 게임 기회를 잃은 플레이어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해당 플레이어가 완전히 

탈락한 경우, 지난 차례에 승리한 플레이어부터 시작합니다.

게임 종료

3번의 기회를 잃어버린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레이어

가 우승합니다! (게임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종료 조건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코요테 카드 설명

ㆍ코요테 숫자 그림에 그려진 코요테의 수만큼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ㆍ도둑 (-5) 과 몬스터 (-10) 표시된 숫자만큼 전체 코요테의 합계에서 뺍니다.

ㆍ인디언 소년 (0)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ㆍ밤 카드 (0)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번 차례를 마친 다음, 사용한 코요테 카드

와 사용하지 않았던 코요테 카드들을 합친 후 섞어서 게임을 이어서 진

행합니다.

ㆍ고기 (x2)  합계의 숫자가 두 배가 됩니다. 코요테가 몰려드나 봐요!

ㆍ인디언 소녀 (MAX 0)  이번 차례에서 숫자가 가장 높은 카드(코요테가 가장 많은 카

드)를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ㆍ인디언 추장 (?)   보물 상자를 가진 플레이어는 계산할 때 카드 더미에서 가장 위의 카

드를 뽑고, 그 카드의 내용대로 합계에 적용합니다.

스페셜 게임

기본 게임에 익숙해졌나요? 스페셜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 1인당 1장씩 스페셜 카드를 나누어 가집니다. 플레이어

는 자신의 순서에 스페셜 카드를 내서 6가지 특수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번 차례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당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낸 스페셜 카드는 

이번 차례의 합계 계산 후, 사용한 플레이어에게 돌아갑니다.

통과 (Pass)    숫자를 말하거나 “코요테!”를 외치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플레이어는 통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배 걸기 (Double)   두 번의 게임기회를 걸고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플레이어가 “

코요테!”를 말한 경우, 합계를 계산하여 실패한 플레이어는 게임 기회를 두 

번 잃습니다.

반대 방향 (Reverse)    수를 말하지 않고 게임 순서를 반대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한 장 뽑기 (Draw 1)  수를 말한 후, 다른 플레이어를 한 명 선택하여 추가로 한 장 더 카드를 뽑도

록 합니다. 물론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앞면을 보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카드와 함께 두 장을 이마에 댑니다.

※한 장 뽑기는, 이번 차례의 게임에서 전체 플레이어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변경 (Change)   기능을 사용한 플레이어의 이전 순서 플레이어는 기존에 자신이 불렀던 수보

다 더 높은 수를 말해야 합니다. 수 변경을 사용한 플레이어는 바뀐 수보다 더 

높은 수를 부르거나 “코요테!”를 말하면 됩니다.

지정 (Shot)   수를 말한 다음, 다음 순서를 진행할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례는 지

정으로 변경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20 + 1 - 5 + 2 )  x  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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