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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인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대상

초등3

과제번호

3기-2회

성명

쪽수: 2 제출일 2017년 9월 16일

교재개발 : 정 민 주

1. 다음에 소개되는 게임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겨보고 간단히 소감을 적어보세요.
(수업 시간 전에 제출해도 좋고, 메일을 보내도 좋습니다.
정민주 miinjuu@daum.net, 010-2671-7819)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프랑스의 알랭 로브 그리예는 어렸을 때 수학과 생물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각본으로 만든 영화 ‘지난해 마리앙바드에서’는 아카데미상 각본상 후보에
도 올랐을 뿐더러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황금사자상도 수상했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라고 합
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에 어떤 게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로브 그리예
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두 남자가 이 게임을 하는데요, 한 남자가 연신 지기만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게임은 매우 잘 알려진 님게임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소개된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막대 하나, 그 아래에 세 개, 그 아래에는 다섯 개,.. 이런 규칙으로 원하는 만큼 몇
줄로 막대들을 배열합니다. 여러분은 돌이나 카드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서로 번갈아 가며 막대를 가져갑니다.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지만, 대신 선택한 한 줄의 막대들만 가져가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
로 게임을 했을 때, 마지막 막대를 가져간 사람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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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맨 위에 한 개, 두 번째 줄에 세 개, 세 번째 줄에 다섯 개가 있는 단순한 게임
상황이라고 상상하겠습니다.
영희와 수민이가 게임을 한다고 해 볼까요? 영희가 두 번째 줄에서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수민이가 세 번째 줄에서 세 개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에 한 개, 두 번째 줄에
한개, 세 번째 줄에 두 개가 남았네요. 영희 차례입니다. 영희는 세 번째 줄에서 두 개를 가
져갔습니다. 수민이가 첫 번째 줄에서 한 개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나, 이제 남은 것은 두 번
째 줄의 막대 하나이네요. 이렇게 해서 영희가 게임에서 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도 게임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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