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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번 1주차에는대부분 Problem Solving을할때반드시필요한알고리즘과관련된
기본 문제들을 수록했습니다. 문제를 맞히더라도 여러 번 구현해 보면서 본인에게
체득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 description은 http://icpc.me/(문제번호)에서볼수있으며,채점도마찬

가지입니다.문제집등이업데이트되는MWT그룹은 http://acmicpc.net/group/1772
로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BOJ 2969. 메뚜기

분류 : Dynamic programming, Data Structure

출처 : Croatian Open Contest in Informatics 08/09 No.1-5

가장 배경지식을 덜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1.1 문제 설명 & Naive

Problem Solving을 할 때, 특히 XOI 문제를 풀 때는, 느리지만 정확한 방법을 생
각한 후에 다른 idea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를 최적화하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1 이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n2개의 꽃(정점)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꽃보다 꽃잎

수가 ’많은’ 꽃에만 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편의상 higher라고 표기하겠
습니다) 따라서, DP [x]를 점 x에서 출발해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의 최대 개수로
생각하면,

DP [highest] = 1, DP [x] = max(DP [higher & available]) + 1

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점들을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한 뒤, 현재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들을 보면서 최댓값을 찾고, dp table을 채우면 됩니다.
현재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의 수가 최대 4n− 8개이므로, 시간 복잡도는 O(n3)
입니다.

1koosaga.com에 가면 이런 패러다임의 문제 풀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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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 = 1, 500이므로 이대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dp
값의 후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정해 : DP in O(n2)

어떤 정점에서 이웃한 행(또는 열)으로 갈 때, 도착 정점과는 최소 2열(행) 이상 떨
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 1열(행) 떨어져 있는 정점은 많아야 3개이므로,
한 행(열)의 4개의 정점 중에서는 반드시 2열(행) 이상 떨어져 있는 정점이 존재하
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행(열)마다 가장 큰 4개의 dp값을 자료구조에
저장해 놓으면, 한 점에서 최대 16번의 access로 dp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소의 개수가 4개로 적으므로 배열을 자료구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Analysis

다만, dp값이 가장 큰 4개의 정점은 현재의 정점보다 strictly high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높이의 정점들을 vector와 같은 임시 자료구조에 넣어 두었다가 한
번에 자료구조를 update해야 합니다.
처음 정렬에 O(n2 lg n), dp table을 채우는 데에 O(n2)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총 O(n2 lg n)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BOJ 14464 - 소가 길을 건너간 이유 4

분류 : Greedy with Heap

출처 : USA Computing Olympiad 2017 Feb. Silver No.1

2.1 문제 설명 & Naive

이 문제에서 ’닭’은 수직선 위의 점으로, ’소’는 수직선 위의 구간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 소 간의 최대 이분 매칭을 찾는 문제이므로, 알려진 매칭
알고리즘 중 가장 빠른 Hopcroft - Karp algorithm을 쓰면 O(NC

√
N + C)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N, C 제한이 20, 000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합니다.

2.2 잠깐 Heap 설명

Heap은 어떤 원소들 중 최댓값을 빠르게 찾아 주는 자료구조로2,
힙의 원소가 H개일 때
값을 삽입하는 연산을 O(lgH),
최댓값을 삭제하는 연산을 O(lgH),
최댓값을 찾는 연산을 O(1)만에 수행할 수 있으며,
길이가 H인 정렬되어 있지 않은 배열을 O(H)만에 Heap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2C++에서는 std::priority queue라는 STL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http://blog.myungwoo.kr/102 에 이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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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lgorithm Sketch

이 문제의 경우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노트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닭과 소의 배열을 정렬하고, 비어 있는 소 Heap을 생성한 후, 닭 배열을

왼쪽부터(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탐색합니다. 소 배열의 경우, 구간의 왼쪽 점이
작은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이 때, 소 Heap은 오른쪽 점이 가장 작은 놈을 최댓값
(top)으로 던져 주어야 합니다.

i번째 닭 Ci의 match 여부를 판별할 때, 일단 남아 있는 소들 중에서 match
가 가능한 놈을 몽땅 Heap에 넣어 줍시다. 즉, 왼쪽 점이 Ci의 x좌표보다 작은
소들을 전부 Heap에 넣습니다. 그리고 Heap에서 더 이상 match가 가능하지 않은
소들을 다 빼줍니다. 즉, 오른쪽 점이 Ci의 x좌표보다 작은 소들을 다 Heap에서
삭제합니다.

위의 과정을 모두 수행한 후에는, 직관적으로 Heap의 top 4과 닭을 match하는
것이 최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ap의 top과 닭을 match해 주고, 매
칭의 개수를 세는 변수인 counter를 1 증가시킨 뒤 top을 Heap에서 뺍니다. 이를
모든 닭(i = 1 · · ·C)에 대해서 수행하면 counter가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2.4 Analysis

맨 처음에 소, 닭의 배열을 정렬해야 하므로 O(C lgC +N lgN), 또 Heap에 총 N
개의 원소가 들어갔다 나오므로 O(C + N lgN)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O(C lgC +N lgN)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BOJ 13511, 트리와 쿼리 2

3.1 Sparse Table과 LCA

루트가 있는 트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노드에는 하나의 부모만 존재한다는 것입
니다. 때문에 어떤 노드의 k번째 조상 또한 유일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드 v의 2l번째 조상을 p(l, v)라고 두면, 이에 관한 재미있는 점화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p(0, v) = parent(v)
p(l, v) = p(l − 1, p(l − 1, v))
즉, p배열을 채울 때 자신의 모든 조상에 대한 p값을 가지고 있으면, 노드 자신

의 p배열을 O(lg n)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DFS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의 k번째 조상 역시 O(lg n)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k를 2k꼴

수들의 합으로 분해한 뒤에 p배열을 이용해서 노드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
하면됩니다.이러한자료구조를 Sparse Table5이라고하는데, LCA관련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idea입니다.

4Heap이 비어있다면 당연히 그 닭은 match가 불가능합니다
5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이 이외에도 많은 자료구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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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parse Table을 이용해서 트리의 두 노드 u, v의 LCA(Least Common An-
cestor)를 O(lg n)만에 구할 수 있는데, step이 길고 지루하니 현강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구글링하기 어려운 토픽은 아니니 검색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문제집의 LCA (BOJ 11437)와 LCA 2(BOJ 11438)는 LCA알고리즘을구현할

때 연습문제로 쓰시라고 넣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LCA는 코딩 실력이 늘수록 더
코드가 간결해지는 예제 중 하나이니, 수시로 코드에 개선점을 찾아보시길 추천합
니다.

3.2 Sparse Table의 응용

나름 거창하게 Sparse Table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놨는데, k번째 조상 찾는데만
쓰자니 어째 좀 억울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연산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령
정점에 가중치 W가 있다면?
v에서 2i번째 조상까지 갈 때 가중치의 합 S(i, v) :

S(i, v) = S(i− 1, v) + S(i− 1, p(i− 1, v))

가중치의 최댓값 M(i, v) :

M(i, v) = max(M(i− 1, v),M(i− 1, p(i− 1, v))

3.3 본 문제 풀기

이 문제에서는 Sparse Table의 응용 중에 가중치의 합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u, v의 LCA를 구해주는 함수 LCA(u, v)를 구현해 둡니다. 어떤 노드 v에서

트리의 루트까지 올라가기 위한 경로의 길이를 L(v)라고 할 때, 1번 쿼리에 대한
답은 L(u) + L(v)− L( LCA(u, v) )가 됩니다.

2번 쿼리는 더 쉽습니다. LCA(u, v)까지 가는 길에 k번째 점이 있으면 그대로
찾아 주고, 없다면 LCA(u, v)에서 다시 v로 내려가면서 찾아 주면 됩니다. 물론
코딩하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LCA 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다르게 배열 인덱스도 생소하고, 실력에 따라
처리도 까다로울 수 있어서 코딩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문제를 풀다 터졌을 때는
인덱스가 비정상적이지는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디버깅해 보시기 바랍니다.

3.4 Analysis

Sparse Table을 초기화하는데 노드 당 O(lgN)씩 총 O(N lgN), 쿼리당 O(lgN)
이 필요하므로 O((N +M) lgN)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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