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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뱀

게임의 목표

가능한 많은 조각들(머리와 꼬리)을 서로 연결하거나 게임판 옆면에 연결시킨다. 가능한 끝내기 예시(그림 4).

게임 준비하기

게임자수 (2~4명)에 맞게 그림(그림1~3)처럼 조각을 놓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작 위치와 조각의 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작 위치는 대칭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게임하기

게임 규칙은 기본적으로 초급버젼과 동일하며 시작할 때 1칸-2칸-3칸의 순서도 동일합니다.  

타워를 회전하고자 할 때는 타워주변에 자신의 조각이 상대와 같거나 많아야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2칸으로 계산되며 

꼬리는 1칸으로 계산됩니다. 머리를 한 칸 움직이는 것은 꼬리를 2칸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양쪽 끝이 머리 두개로 막혀있거나, 머리 한 개와 한쪽 끝이 게임판 측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꼬리만 연결되어 양쪽 끝이 게임판 옆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에는 그 게임자만이 그 연결선이나 일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내면 보너스 점수5점을 얻으며 모든 끝부분이 연결되면 보너스 10점을 얻습니다.  두번째로 끝낸 

게임자는 보너스 점수 2점 모두 연결되면 5점을 얻으며, 세번째로 끝낸 사람은 모두 연결하면 보너스 2점을 네번째 끝낸 

사람은 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한 연결선의 양쪽 끝이 두 개의 머리로 막히면 각 조각은 2점으로 계산됩니다. 한쪽 

끝은 머리이고 다른쪽 끝이 게임판 옆면에 연결되면 각 조각은 1점으로 계산된다. 양쪽 끝부분이 모두 게임판의 옆면에 닿아 

있으면서 빨리 끝내면 보너스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점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예시(그림4)에서 보면 빨간색은 가장 먼저 끝내어서 5점의 보너스 점수를 얻고, 모든 것을 연결하지는 못하여서 머리 

한 개에 7개의 조각을 연결하여 7점을 얻게 되어 총 점수는 12점이 된다. 노란색은 두번째로 끝이 나고 머리 2개에 모두 

연결하여서 보너스 점수 5점을 얻어서 5+12해서 17점이 된다. 파란색은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모든 선이 연결되어 2+16은 18

점이 된다.

게임 끝내기

게임자는 언제든지 게임 종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명이 게임할 경우 상대방의 게임자가 각 4액션을 할 수 있는2번의 차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3명이나 4명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최대 2번의 차례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임자 중 한명이 바로 

게임을 끝내게 되면 나머지 게임자들도 자신의 다음 차례에 바로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퍼즐로 즐기기

무작위로 4가지 색깔의 머리 2개와 꼬리 6개를 게임판 위에 놓습니다.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조각을 뱀의 머리로 양쪽 

끝을 막아서 연결하든지,  머리와 게임판 옆면으로 끝이 되도록 놓아야 한다(그림 참조). 게임이 쉽다면 머리와 꼬리의 수를 

추가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뱀을 연결하기위해서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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