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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Google Code Jam, TopCoder, ACM/ICPC 등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콘테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많이 해결하

기’를 겨루는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Code Jam이나 TopCoder 같은 

대회는 인터넷으로 콘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마친 후 정해진 시

간에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라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이기려면 유연한 

발상과 폭넓은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에 관한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

니와 코딩과 디버깅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콘테스트가 상급자만을 위한 무대는 아닙니다. 초보자도 풀 수 있

는 문제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참가자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계발이 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 참가한 경험 및 연습과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모아 집필한 것입니다. 주로 알고리즘과 사고하는 법에 관해 다

루고 있으며 매우 기초적인 내용부터 꽤 높은 수준의 토픽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본

서는 각 토픽들을 난이도 및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토픽마다 설명과 예

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뿐입니다. 소스코드는 

C++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C++의 경험이 없

다 하더라도 읽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부디 많은 분이 이 책을 활용해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를 즐기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 이후 프로그래밍 콘테스트가 한층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Takuya Akiba, Yoichi Iwata, Mastoshi Kitagawa

지은이 머리말



이 책은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래밍 콘테스

트가 존재하며 세계의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의 대

상 독자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서부터 현업 프로그래머 그리고 프로그래밍

을 취미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의 문제는 (개발자라면! 누구에게나)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재미있는 문

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독특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책 전반에 걸쳐 수년간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 도전

한 저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놀라운 접근 방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문제를 읽고 혼자 또는 옆의 동료와 함께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더욱 즐겁게 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라도 또다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놀라우리만큼 간단한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들의 해결책과 비교해보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고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학생에게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여러분! 

기성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커다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 

정리하고 설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놀라운 상상력! 재미있고 재치 있는 발상으로 남다

른 문제 해결 경험(그것이 프로그래밍과는 관계 없다 할지라도)일 것입니다. 

표준학습으로 트레이닝된 두뇌의 결과가 아닌 나만의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이 모여 풀

기 어려운 난해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너무나도 우스우리만큼 간단히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요?

옮긴이 머리말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상하고 고민

하여 답을 얻고, 거기서 즐거운 요령을 배우고 익숙해지면 더욱 새로운 것을 창조해 온 

우리의 삶처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아직 개척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법의 지팡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만의 즐거운 상상으로 재미있게 이 책을 할용하기를 바랍니다.

개발자에게

요즘은 개발자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프레임워크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 개발자는 비즈니

스 플로우만 잘 이해하면 개발자간의 실력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잘 구조화된 프레임워크상에서 수십만 라인을 코딩하

며 프로그래밍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요?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을 때의 

답을 얻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고민들 그리고 마침내 해결했을 때의 희열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책은 현업 프로그래머라고 할지라도 또는 알고리즘에는 자신 있다고 하는 프로그래

머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는가 하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간을 내서 동

료들과 함께 회의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을 때의 설렘을 이 책을 통해 다시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은 단지 코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함께 쓰는 예술적 표

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즐겁게 이 책을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박건태, 김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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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프로그래밍 콘테스트
초급편



CHAPTER 112

1-1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란 무엇인가요?

▶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란 이름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문제 해결을 겨

루는 콘테스트, 성능을 겨루는 콘테스트, 아이디어를 겨루는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

그래밍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문제 해결을 겨루는 콘테스트를 

다룹니다.

문제 해결을 겨루는 콘테스트는 시작과 함께 몇 개의 문제가 제시되며, 가능한 많이 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제비 뽑기

어느 날 친구가 봉지를 들고 와 당신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봉지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 n장의 종

이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봉지에서 종이를 한 장 뽑고,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봉지에 넣는 동작을 

4번 반복하여, 그 숫자의 합이 m이면 당신의 승리,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게임을 몇 번이나 해 보았지만 한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당신은 봉지를 찢어 모든 종이를 꺼

낸 후 정말 이길 수 없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종이에 쓰여 있는 숫자가 K1, K2 ..., Kn일 경우, 합이 m

이 되는 경우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방법이 있다면 Yes, 없다면 No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하

세요.

 제약

•1 ≦ n ≦ 50

•1 ≦ m ≦ 108

•1 ≦ ki ≦ 108

예1)

입력

n = 3

m = 10

k =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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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1

Yes(예를 들어 1, 1, 3, 5가 나오면 합이 10이 됩니다)

예2)

입력

n = 3

m = 9

k = {1, 3, 5}

출력

No(합이 9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합니다.

#include <cstdio>

const int MAX_N = 50;

int main() {

    int n, m , k[MAX_N];

    

    // 표준 입력

    scanf("%d %d", &n, &m);

    for(int i = 0; i < n; i++){

        scanf("%d", &k[i]);    

    }    

    // 합이 m이 되는 조합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

    bool f = false;

    

    // 4중 루프로 n장만큼 돌리면서 모든 방법을 조사함

    for (int a = 0; a < n; a++){

        for (int b = 0; b < n; b++){

            for(int c = 0; c < n; c++){

1　출력의 () 안의 문자열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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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int d = 0; d < n; d++){

                    if(k[a] + k[b] + k[c] + k[d] == m){

                        f = true;

                    }

                }

            }

        }

    }

    

    if (f) puts("Yes");

    else puts("No");

    

   return 0;

}

콘테스트 중에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컴파일되고 실행되어, 판정을 위해 준비

된 입력 파일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출력 확인 후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실행에는 제한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콘테스

트에서, 실행에 할애하는 시간의 제한은 단 몇 초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정해진 시간

을 초과하면 종료되어 오답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야

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1≦n≦50]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이 

단순히 4중 루프로 프로그래밍했다 하더라도 실행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조건이 [1≦n≦10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4중 루프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는 시간 제한에 걸려 오답 처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 [1≦n≦1000]의 경우라도 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이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생각하여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

●  문제 접근에 대한 유연한 발상 및 기초적인 알고리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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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떤 콘테스트가 있나요?

▶ 다양한 콘테스트 중에서 몇 가지 유명한 콘테스트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콘테스트 - Google Code Jam(GCJ)

Google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규모의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입니다. 2~3시간 안에 

4문제 정도를 해결해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예선을 통과

하면 현장에서 개최되는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의 특징은 문제마다 

Small과 Large라는 2개의 입력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 사이즈에 따

라 어려운 문제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폭 넓은 레벨의 참가자가 즐

길 수 있는 콘테스트입니다. 또한 GCJ에서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

신의 로컬에서 실행한 후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형식의 콘테스트입니다.

상위 랭크를 목표로! - TopCoder

TopCoder는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회사로서 다양한 장르의 콘테

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알고리즘 파트에서는 거의 매주 SRMSingle 

Round Match이라고 하는 형식의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짧은 시간(1시간 15분) 안에 문제 3개 풀기

2. 종료할 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으며, 약간의 미스라도 있으면 0점 처리

3. 코딩 시간 종료 후 다른 참가자의 프로그램을 읽고 버그를 찾아 잘못된 답이 리턴

되도록 하여 스코어를 획득하는 격추 라운드가 존재함

특히 3번의 특징은 이 콘테스트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으로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RM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순위를 매기는 

Rating(등급 평가) 시스템이 있어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연 1회 TCOTopCoder Open

라는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며, 이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

는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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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깊은 콘테스트 - ACM/ICPC

ACM/ICPC는 미국의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이 주최하는 대학생을 위한 

콘테스트로, 가장 역사가 깊은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입니다. 3인 1조의 팀을 이루어 5시

간 안에 10문제 정도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3인이 한 대의 PC를 사용하며, 다른 

콘테스트에 비해 문제 수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 팀 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예선을 통과해야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정보 올림피아드 - KOI/IOI

정보 올림피아드는 과학 올림피아드의 일종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

래밍 콘테스트입니다.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면 국제 정보 올

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콘테스트에서는 많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만, 정보 올림피아드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만 해결

하면 시간은 관계 없으며 다른 콘테스트에 비해 1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중, 고생을 위한 콘테스트라고 하지만 매우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웹에서 자동 채점 - online judge

Web에는 과거 프로그래밍 콘테스트 문제를 자동 채점해주는 online judge라는 시스템

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정기적으로 콘

테스트를 개최하는 곳도 있으므로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online judge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http://acm.pku.edu.cn/JudgeOnline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http://judge.u-aizu.ac.jp/onlinejudge/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 http://www.spoj.pl/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acm.sgu.ru/

지난 콘테스트의 참가 및 가상 콘테스트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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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책은?

▶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주의점에 대해 설명2합니다.

다루는 내용

이 책에서는 주로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문제나 기초적인 

알고리즘의 해설,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테크닉을 설명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이나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단지 외우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응용 문제, 즉 유연한 발상이 필

요한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POJ의 과거 기출 문제나 실전 문제를 

더욱 깊이 있는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언어

콘테스트마다 사용 가능한 언어는 다릅니다만, 이 책에서는 거의 모든 콘테스트에서 사

용 가능하며 실행 속도가 빠르고 라이브러리가 충실한 C++을 이용합니다. 또한 기본적

으로 소스코드는 g++용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법

예상했겠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는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사용되

는 영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물론 영어 시험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

어 독해에 관해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이 책에서는 앞의 예시와 같이 한국어

로 요약한 형식으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책에 나오는 예제들은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형태로 문제를 변형하였습니다. 실제 영문

으로 된 문제는 웹에서 검색하면 영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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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다수의 콘테스트에서 입력은 지정된 형식에 따라 표준 입력을 이용하지만, 이 부분도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모든 입력은 main 함수에서 읽어 들였다는 가정하에 글로벌 변

수에 넣어 두고 함수 solve가 호출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나온 예제를 살펴봅시다.

// 입력은 이곳에 읽어 들였다고 가정

int  n, m, k[MAX_N];

void solve() {

    bool f = false;

 for (int a = 0; a < n; a++){

        for (int b = 0; b < n; b++){

            for(int c = 0; c < n; c++){

                for(int d = 0; d < n; d++){

                    if(k[a] + k[b] + k[c] + k[d] == m){

                        f = true;

                    }

                }

            }

        }

    }

　　if (f) puts("Yes");

    else puts("No");

}

이 책을 다 읽은 후

이 책을 다 읽고 연습을 더 하고 싶다면 웹을 통해 관련 문제를 풀어 보거나 TopCoder

의 Practice Room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TopCoder에서는 해설

Editorial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솔루션을 읽을 수 있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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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떻게 해답을 제출하나요?

▶ 이번에는 POJ와 GCJ에서 해답을 제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POJ에 제출하는 방법

실제 POJ에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제출해봅시다(http://acm.pku.edu.cn/Judge Online 

참고).

우선 POJ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합니다. 등록 화면에는 이름과 패스워드 외에도 

E-mail 등을 입력하는 폼이 있습니다만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등록 화면

등록을 마쳤다면 테스트용 문제 A+B Problem을 제출해봅시다.

문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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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Problem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부터 정수 a, b를 읽어 들여 a+b의 합을 표준 출력

으로 출력합니다(A+B Problem에는 제출하는 예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

세요).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출해봅시다.

문제를 입력한 후 페이지의 하단에 Submit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제출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epted

무사히 Accepted가 되었습니다. 정답의 경우에는 Accepted가, 만약 잘못된 답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Wrong Answer 또는 Compile Error 등의 결과가 나옵니다. 

printf(“%d\n”, a+b);를 printf(“%d\n”, a*b);로 변경한 후 다시 제출해볼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Wrong Answer가 결과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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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ng Answer

위의 Problem은 런타임 시간 제약을 나타냅니다. A+B Problem의 경우에는 1000MS입

니다. 제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Time Limit Exceeded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printf 다음 행에 for(;;)을 추가하고 제출해봅시다.

Output Limit Exceeded

시스템 사용 방법은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Submit의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Runtime Error 메모리 엑세스 위반이나 예외 등의 경우

Memory Limit Exceeded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메모리 제약을 초과한 경우

Presentation Error 정답임에도 개행이나 공백 등의 출력 형식이 잘못된 경우

Output Limit Exceeded 출력 위반의 경우

Compile Error  컴파일 에러인 소스코드를 제출한 경우, 컴파일 에러는 Online Status의 

[Compile Error]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ystem Error, Validator Error  시스템 측에서 에러가 원인으로 프로그램의 정답, 오답의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GCJ에 제출하는 방법

이번에는 GCJ 시스템 제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http://code.google.com/

codejam/ 참고).

홈페이지에는 콘테스트에 관한 일정 및 룰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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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J 홈페이지

Practice라는 버튼을 누르면 과거 콘테스트 문제 일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콘테스트 일람 등

GCJ는 등록하지 않아도 연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참가할 때 등록할 필요가 있으므

로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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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Contests의 콘테스트 링크를 클릭하면 연습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op Scores 

및 Full Scoreboard 등을 클릭하면 결과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Full scoreboard에서

는 상세한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제출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ubmissions에서는 문제마다의 제출 현황 및 배점이 표시됩니다.

위에서부터 제출용 폼, 문제, 입력 사양, 출력 사양, 제약, 샘플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

다. 제약에 Small과 Large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POJ와 거의 유사합니다.

Download A-small.in이라고 쓰여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입력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실전에서는 입력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시간 제약을 초

과하면 Time Limit이 되어 Incorrect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입력 파일을 다운로드했

다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전달해 결과 파일을 출력합니다. Submit 버튼을 누르면 

제출용 폼이 나타납니다. Your output file에 출력한 결과 파일을, source file(s)에 소스

코드를 지정*해서 Submit file 버튼을 누릅니다. 연습의 경우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다음 장 참고)

*소스 코드 지정은 실전의 경우에만 해당함

실전에서는 Small에 제출하면 바로 Correct인지 Incorrect인지가 표시됩니다. Incorrect

의 경우에는 몇 번이라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arge의 경우에는 콘테스트

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제출 제약 시간 안에 몇 번이라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을 초과하면 다시는 제출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

니다.

* Incorrect의 경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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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버튼을 누른 상태

콘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득점의 합계가 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Small을 푼 후

에 무리해서 Large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Large가 풀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사

람이 해결한 문제나 바로 풀 수 있을 만한 Small 등을 우선적으로 푸는 것도 좋은 전략

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또는 Round마다 룰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GCJ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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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목표로!

▶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위한 사고에서 중요한 계산량을 소개합니다.

계산량이란?

문제에 맞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계산량입니다. 생각해낸 알고

리즘 전부를 코딩하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알고리즘이 충분히 효

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알고리즘 계산량을 측정해야만 합니다.

통상 ‘무엇에 비례할까’로 생각할 수 있는 계산량을 알고리즘의 Order라고 합니다. 예를 들

어 12페이지의 프로그램에서는 4중 루프가 n번 돌기 때문에 실행시간은 n4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n4에 비례하는 것을 O(n4)라고 쓰고, 이 실행 시간을 [O(n4)시간]*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런다우 기법(Landau notation) 또는 기호로서 O를 이용하여 (런다우의)O-기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비례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우선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O(n4)라고 쓰는 것만으로 ‘n4에 비례하는 실행시간이다’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실행시간이란?

프로그램 실행시간은 계산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루프 안에서 처

리의 복잡함에 의해 실행 시간은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 십 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알고리즘에 따른 계산량 만으로도 프로그램 속도의 차이

는 큽니다. 예를 들어 n=1000의 경우 O(n3)시간 알고리즘과 O(n2 )시간 알고리즘의 실

행 시간은 단순히 생각해도 1000배 정도입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시간을 짧게 하기 위

해서는 우선 알고리즘 계산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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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제한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산량 오더 식에 최대치

를 대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n2)시간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n≦1000)이라는 제약일 경우 n2에 n=1000을 대입하면 1,000,000이 됩니다. 이 값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간 제한이 1초인 경우

1,000,000 여유가 있음

10,000,000 적어도 제한시간 안에는 결과가 나옴

100,000,000 매우 심플한 처리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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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볍게 워밍업

▶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콘테스트 문제 및 그 문제에 관한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계산량을 측정하는 등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모

두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해설을 읽고 재미를 맛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삼각형

n개의 봉이 있습니다. 봉 i의 길이는 ai입니다. 여러분은 3개의 봉을 선택해서 가능한 둘레의 길이가 긴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만약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0을 답합니다).

다양한 길이의 봉이 주어짐

3개의 봉을 골라
가능한 둘레의 길이가 긴 삼각형을 만든다.

5개의 봉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예

 제약

•3 ≦ n ≦ 100

•1 ≦ ai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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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입력

n = 5

a = {2, 3, 4, 5, 10}

출력

12(3, 4, 5를 선택했을 경우)

예2)

입력

n = 4

a = {4, 5, 10, 20}

출력

0(어떠한 경우라도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음)

3개의 봉을 선택했을 경우, 그 3개의 봉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가장 긴 봉의 길이≺다른 2개의 봉 길이의 합

[가장 긴 봉의 길이⋏다른 2개의 봉 길이의 합] [가장 긴 봉의 길이≧다른 2개의 봉 길이의 합]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음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음

삼각형을 만드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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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루프(삼각형의 변의 수)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봉을 조사하고, 위의 식을 이용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지를 판단한 후, 만들 수 있다면 답의 후보가 된다.”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중 루프를 이용하면 계산량은 O(n3)시간입니다. n3에 n=100을 대입하더라도 106이므

로 이 계산식은 충분히 시간 제한 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O(n log n)시간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흥미가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int n, a[MAX_N];

void solve()

{

     int ans = 0; //답

     

     // 봉을 중복해서 선택하지 않도록 i < j < k가 되도록 하고 있다.

     for(int i = 0; i < n; i++){

         for(int j= i+1; j < n; j++){

             for(int k = j+1; k < n; k++){

                 int len = a[i] + a[j] + a[k];   // 둘레의 길이

                 int ma = max(a[i], max(a[j],a[k]));  // 가장 긴 봉의 길이

                 int rest = len - ma;     // 나머지 두 봉의 합

          

                 if(ma < rest){

                     //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 답을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

                     ans = max(ans, len); 

                 }       

             }

         }

     } 

   

     printf("%d\n", 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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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J 문제 [Ants]

Ants(POJ No.1852)

길이가 Lcm인 장대(horizontal pole) 위를 n마리의 개미가 초당 1cm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개미는 

장대의 끝에 도착하면 장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장대 위는 매우 좁아서 교차할 수 없어 두 마리의 

개미가 마주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미가 장대의 어디에 위치(Xi)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어느 쪽으로 향해 걷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개미가 장대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최소시간과 최대시간을 각각 구하세요.

각 개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개미 1 개미 1 개미 n

장대와 개미의 모습

 제약

•1 ≦ L ≦ 106

•1 ≦ n ≦ 106

•1 ≦ Xi ≦ L

예

입력

L = 10

n = 3

x = {2, 6, 7}

출력

min = 4 (좌, 우, 우)

max = 8 (우, 우,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