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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명

퍼즐

매월 정답자 한 분을 선정하여 고등과학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퍼즐 참여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다음달 초 해설과 함께 정답자가 공개됩니다.
 

(답안,이름,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정답자 선정 연락이 가능합니다.
 

풀이 과정을 적어주시면 선정 확률이 높아지며 
 

퍼즐 해설 공개 시 정답자의 풀이 과정도 함께 공개됩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공장에서 99명의 로봇을 막 생산하였고, 이 중 하나는 당신이다. 로봇들은 출고 직전에 지능 테스트

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지 못한다면 불량품으로 간주하여 폐기된다. 지능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감시관이 모든 로봇을 무작위 순서로 원형으로 서로 마주 보게 세운다. 로봇들은 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로봇은 어느 로봇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전부 알 수 있다.



2. 감시관이 각 로봇의 등을 검정, 하양 중 무작위 색깔 하나로 색칠한다. 각 로봇은 자신 양쪽에 있는 로봇의 등 색깔

만을 볼 수 있다.

3. 감시관이 무작위로 로봇 하나를 선택하고, 그 로봇은 “검정!” 또는 “하양!” 중 하나를 외친다. 그리고 나서, 그 오른

쪽에 있는 로봇도 “검정!” 또는 “하양!” 중 하나를 외친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모든 로봇이 색깔을 한 번씩 외치고 나

면 로봇들은 다시 독방으로 옮겨진다.

4. 독방에 돌아온 로봇들은 자신의 등 색깔을 맞혀야 한다.

당신은 감시관을 설득해, 지능 테스트 전에 모든 로봇을 한 자리에 모아 전략을 협의할 기회를 얻어냈다. 당신은 이들

에게 필승 전략을 알려줄 수 있다. 로봇들은 당신이 말한 전략을 그대로 따랐을 때 모든 로봇이 자신의 등 색깔을 맞힐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전략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상하더라도 그대로 따를 것이다. 그 어느 로봇도 지능 테스트 당일에

당신이 거짓말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사악한 로봇이고, 마찬가지로 사악한 로봇들인 충명, 진후, 동규, 정휘와 한 패거리다. 당신은 선량한 나머지 로

봇들 94명을 전부 폐기하고 세상에 나가 당신의 사악한 친구들과 함께 세계를 정복할 계획이다. 색깔을 거짓으로 말해

사악한 로봇들 5명을 제외한 모든 로봇을 전부 폐기할 방법을 찾아라. 물론 다른 사악한 로봇들에게도 거짓말을 시키

거나 당신이 거짓말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