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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운 계산기

쉬운 문제입니다. 팁이 있다면, 입력받을 format string을 "%d %c%d" 처럼 %c 앞에 공백을 한 칸 띄워

준다면, 앞의 공백문자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s 로 입력받고 앞글자를 체크하는 등의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include<cstdio>

int main()

{

int A, B;

char op;

scanf("%d %c%d", &A, &op, &B);

if(op == ’+’) printf("%d\n", A+B);

else printf("%d\n", A-B);

return 0;

}

2 세 수의 합

0 ≤ X, Y, Z ≤ K를 만족하는 모든 X, Y, Z를 만들어서 합이 S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O(K3)의
시간복잡도가걸립니다. X, Y를결정하면,나머지 Z는 S−(X+Y )로유일하게결정된다는점을이용하면
O(K2)의시간복잡도로문제를풀수있습니다.이문제는 O(K)와 O(logK)으로푸는방법도있으니생각
해 보셨으면 합니다.

#include<bits/stdc++.h>

using namespace std;

int K, S;

int main()

{

cin >> K >> S;

int cnt= 0 ;

for(int i=0; i<=K; ++i)

for(int j=0; j<=K; ++j)

{

int k = S-i-j;

if(0<=k && k<=K) ++cnt;

}

cout << cnt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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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토리얼

N을 소인수 분해 한 결과가 N = pq11 pq22 · · · p
qn
n 이라고 했을 때(pi는 모두 소수), N의 약수의 갯수는

(q1 + 1)(q2 + 1) · · · (qn + 1)입니다. 그래서 N !의 소인수 분해 한 결과를 구하면 됩니다.
N !은 너무 큰 수 이기 때문에, 1, 2, · · · , N의 소인수 분해를 구해서 전부 곱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N의 소인수 분해는 N을
√
N이하의 모든 수로 나눠 보는 것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include <cstdio>

int factor[1001];

const int MOD = 1e9+7;

void factorize(int N)

{

for(int i=2; i*i <= N; ++i)

{

while(N%i==0)

{

factor[i]++;

N /= i;

}

}

if(N != 1) factor[N]++;

}

int main()

{

int N; scanf("%d", &N);

for(int i=1; i<=N; ++i)

factorize(i);

int ans = 1;

for(int i=2; i<=N; ++i)

ans = 1LL*ans*(1+factor[i])%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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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0;

}

4 혜아 인 어비스

이 문제는 다음의 두 쿼리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1. 집합 S에 원소를 넣는다.

2. 집합 S에서 가장 큰 원소를 찾아서 제외한다.

이 일을 일단 집합 S에 아무렇게나 수를 넣어두고, 그때 그때 가장 큰 원소를 찾아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를 제외 할 때 마다 가장 큰 수를 찾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제외할 때 O(logN)이 드는 점입니다.
그래서우리는위두쿼리를처리하기위해 heap이라는자료구조를사용해야합니다. Heap은완전이진트리

모양이고 부모가 두 자식 보다 큰 성질을 만족하는 트리입니다.
이 트리에서는 원소의 삽입 그리고 가장 큰 수의 삭제를 O(logN)에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는 배열로

구현이 되는데, 부모가 배열의 n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왼쪽 자식이 2n, 오른쪽 자식이 2n + 1 위치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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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에 새로운 원소가 들어올 때는, 배열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원소를 추가하고, 원소가 삭제 될 때는
배열의 가장 마지막 원소와 최댓값을 swap하고 삭제 합니다. 그리고 힙의 조건이 깨지는 곳을 fixup
해줍니다. 이것을 h가 트리의 높이 일 때, O(log h)번 진행 하는 것으로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include<bits/stdc++.h>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priority_queue<int> Q;

while(true)

{

int x; scanf("%d", &x);

if(x==-1)

{

puts("-1");

return 0;

}

else if(x==0)

{

if(Q.empty()) puts("0");

else

{

printf("%d\n", Q.top());

Q.pop();

}

}

else Q.push(x);

}

}

5 집단

이 문제는 다음의 두 쿼리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1. 원소 u와 v가 속한 집합이 같은 집합인지 판단한다.

2. 원소 u와 v가 속한 집합을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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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Disjoint-set이라는자료구조를사용하면됩니다. Disjoint-set은 u와 v가속한집합의 “대표집합”
을알려줍니다.이자료구조를관리할때는 forest형식으로관리하고,자신의부모를기억하는형식입니다.

그림 (a)에서는 {c, h, e, b}인 집합 하나와 {f, d, g}인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루트는 부모를 타고 쭉 올라 가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b)는두집합을합치는연산입니다.어떤집합의부모를다른집합의원소로바꾸는것으로합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두 연산의 시간은 O(n)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산을 평균 (정확히는, amor-

tized) O(log n)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로 압축이라는 방식입니다.

어차피집합을고려할때,루트원소만중요하기때문에방문한원소들을루트로붙여주는방식입니다.
자세한 구현은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nclude<cstdio>

int ufd[101010];

int Find(i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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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ufd[a]) return a;

return ufd[a] = Find(ufd[a]);

}

void Union(int a, int b)

{

ufd[Find(a)] = Find(b);

}

int main()

{

int N, Q; scanf("%d%d", &N, &Q);

for(int i=1; i<=N; ++i) ufd[i] = i;

for(int i=0; i<Q; ++i)

{

int t, a, b; scanf("%d%d%d", &t, &a, &b);

if(t==0) Union(a, b);

else printf("%d\n", Find(a) == Find(b));

}

return 0;

}

6 계산기

계산기 문제는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중위표현식과
후위표현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위표현식이라는 것은, 연산을 두 개의 피연산자 사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과 4를

더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3 + 4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후위표현식이라는 것은, 연산을 두 개의 피연산자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과 4를 더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3 4 +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후위표현식은 비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컴퓨터가 계산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위한

괄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아래의 예로 설명하게습니다.
1235+5855*(127-25*10-2)*20-123456라는식이있다고합시다.이것은중위표현식으로쓰인식입니다.

후위표현식으로 이 식을 쓰면 1235 5855 127 25 10 * - 2 - * 20 * + 123456 - 입니다.
후위표현식으로 쓰인 식이 괄호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묶인 마지막 2개의 수를 연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적절한 계산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숫자들을 push 한
후, 연산이 나오면 2개를 pop 해서 연산하고 push를 하면 됩니다.
중위표현식을 후위표현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유의하면서 숫자들과 기호들을 관리

해 주시면 됩니다. 연산자 트리의 in-order순회가 중위표현식, post-order순회가 후위표현식 입니다.

#include<stdio.h>

#include<string.h>

int len,depth[110],stack[110][10];

void proc(int i)

{

int j;

switch(stack[i][2])

{

case 1:

stack[i-1][1]=stack[i-1][1]+stack[i+1][1];

break;

case 2:

stack[i-1][1]=stack[i-1][1]-stack[i+1][1];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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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stack[i-1][1]=stack[i-1][1]*stack[i+1][1];

break;

}

len=len-2;

for(j=i;j<len;++j)

{

stack[j][1]=stack[j+2][1];

stack[j][2]=stack[j+2][2];

depth[j]=depth[j+2];

}

}

int calc(char str[])

{

int i,j,flag=0,max=0;

for(i=0;i<strlen(str);++i)

{

switch(str[i])

{

case ’(’:

flag++;

if(flag>max)max=flag;

break;

case ’)’:

flag--;

break;

case ’+’:

stack[len][2]=1;

depth[len++]=flag;

break;

case ’-’:

stack[len][2]=2;

depth[len++]=flag;

break;

case ’*’:

stack[len][2]=3;

depth[len++]=flag;

break;

default:

sscanf(str+i,"%d",&stack[len][1]);

depth[len++]=flag;

for(;;++i)if(str[i]<’0’||str[i]>’9’)break;

i--;

break;

}

}

for(i=max;i>=0;--i)

{

for(j=0;j<len;++j)if((stack[j][2]==3||stack[j][2]==4)&&depth[j]>=i)proc(j--);

for(j=0;j<len;++j)if((stack[j][2]==1||stack[j][2]==2)&&depth[j]>=i)proc(j--);

}

6



return stack[0][1];

}

int main()

{

char buf[202];

scanf("%s", buf);

printf("%d\n", calc(buf));

}

7 구간의 합

이 문제는 다음의 두 쿼리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1. 배열의 i번째 수를 v로 변경한다.

2. 배열의 A번째 부터 B번째 수 까지의 합을 구한다.

이문제는 tournament tree라는자료구조를사용할수있습니다.위두연산을O(log n)의시간복잡도에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를 2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full binary tree를 만듭시다.

숫자들을두개씩묶어서세로운노드를만들고,또두개씩묶어서새로운노드를만드는일을반복하면
위 그림같이 됩니다.
이트리에는해당하는구간의합이적혀있습니다.어떤수가적혀있는구간은 O(log n)개가있으므로,

숫자의 변경이 O(log n)에 가능합니다.
합을 구하는 것은, 구간들을 적당히 합해서 A번째 부터 B번째의 구간을 만들면 됩니다. O(log n)개의

구간만고르는것으로구간을만듦을알수있습니다.이는같은높이의구간을 3개이상고르지않는다는
점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이 구간의 합 문제를 구현한 코드 입니다.

#include<bits/stdc++.h>

using namespace std;

const int MAXN = 1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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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long idx[2*MAXN];

long long getv(int a, int b)

{

long long ans = 0;

a += MAXN, b += MAXN;

while(a <= b)

{

if(a%2 == 1) ans += idx[a++];

if(b%2 == 0) ans += idx[b--];

a /= 2; b /= 2;

}

return ans;

}

void setv(int a, int v)

{

idx[a += MAXN] = v;

while((a = a/2))

{

idx[a] = idx[2*a] + idx[2*a+1];

}

}

int main()

{

int N, Q; scanf("%d%d", &N, &Q);

for(int i=1; i<=N; ++i) setv(i, i);

for(int i=0; i<Q; ++i)

{

int t, a, b; scanf("%d%d%d", &t, &a, &b);

if(t==0) setv(a, b);

else printf("%lld\n", getv(a, b));

}

return 0;

}

8 피라미드

숫자가 0과 1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0과 1이 교대로 나타나는 부분의 폭은 위로 올라갈 때 마다 2씩 줄어들고, 같은 숫자가 두개 연속하여
있을경우에,그두숫자는계속위쪽으로올라가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중심으로부터 0과 1이연속으로
두개 가까이 나타나는 수가 가장 위에 있는 수가 되게 됩니다.

0과 1은중앙값이 x보다작다또는크거나같다로생각할수있습니다. (2개이상의수가 x보다작으면,
중앙값도 x보다 작습니다.) 이 x를 찾는 것은 이진탐색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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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bits/stdc++.h>

using namespace std;

int N;

int a[202020];

bool can(int x)

{

for(int i=0; i<N-1; ++i)

{

if((a[N-1-i]>=x) == (a[N-1-i-1]>=x))

return a[N-1-i]>=x;

if((a[N-1+i]>=x) == (a[N-1+i+1]>=x))

return a[N-1+i]>=x;

}

return a[0] >= x;

}

int main()

{

scanf("%d", &N);

for(int i=0; i<2*N-1; ++i)

scanf("%d", a+i);

int lo = 0; //true

int hi = 2*N; //false

while(lo+1!=hi)

{

int mi = (lo+hi)/2;

if(can(mi))

lo = mi;

else

hi = 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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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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