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한국정보올피아드 중등부 기출문제 

  
N개의 실수가 한 줄로 나영되어 있을 때, 1개 이상의 연속된 수들의 곱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 
그 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단, 1≤N≤10,000) 실행파일의 이름은 MAX.EXE로 한다. 

  
입력파일의 INPUT.TXT의 첫째 줄은 나열된 실수들의 개수 N이 주어지고, 그 다음 줄부터 N개
의 수가 한 줄에 하나씩 들어있다.  

  

화면에 계산된 최대값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출력한다.  

  
( 입 력 ) 

 
( 출 력 ) 
(위의 입력 예에서 1.3, 0.9, 1.4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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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잠수함 엔진이 작동할 때에 나오는 소리는 잠수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 
우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의 패턴을 듣고서 그 소리가 특정한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닌
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이 문제에서는 잠수함의 소리가 두 종류의 단위 소리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
고, 그 단위 소리를 각각 0과 1로 표시한다. 
또, 한 특정한 소리의 반복은 ~로 표시한다. 예를들어 x~는 x가 한번 이상 반복되는 모든 소리의 집
합을 말하고, (xyz)~는 괄호 안에 있는 xyz로 표현된 소리가 한번 이상 반복되는 모든 소리의 집합을 
말한다. 
다음의 예를 보라.  

1~={1, 11, 111, 1111, ..., 1...1, ...} 
(01)~={01, 0101, 010101, 01010101, ...,} 
(1001)~={1001, 10011001, ..., 100110011001...1001, ...} 
10~11={1011, 10011, 100011, ..., 1000...011, ...} 
(10~1)~={101, 1001, 10001, 100001, ..., 1011001, ..., 100110110001101, ...}  

그리고 (x｜y)는 x 또는 y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을 선택해서 만든 소리의 집합, 즉 집합 {x, y}를 의
미한다. 예를 들면 (1001｜0101)은 집합으로{1001, 0101}을 의미한다. 따라서 (0｜1)~은 0과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의 집합, 즉 모든 소리의 집합을 말한다. 또 한 예를보면 (100｜11)~은 100과 
11을 마음대로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집합을 의미한다. 즉 (100｜11)~에 해당하는 스트
링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100, 11, 10011, 11100, 100100100, 1110011, ...}이 된다. 우리가 식별
하고자 하는 잠수함의 엔진소리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100~1~｜01)~  

여기에 속하는 소리의 예를 들어보면, 1001, 01, 100001, 010101, 1000001110101, 1001110101, 
0101010101, 10010110000001111101, 01010101011000111, 10000111001111, ... 이다. 

페이지 1 / 3Untitled

01-08-13file://E:\올림피아드\piad\TMP3bmlnhzyf4.htm



다시말해서 이것은 100~1~과 01을 임의로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을 나타낸다. 
입력으로 0과 1로 구성된 스트링이 주어질 때, 이 스트링이 앞에서 기술된 잠수함의 엔진 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실행파일의 이름은 SUB.EXE로 한다.  

 
입력파일 INPUT.TXT에는 0과 1로 구성된 스트링이 1개 들어있다. 이때 각 스트링의 길이는 
200개 이하로 제한된다.  

 
입력파일에 들어있는 스트링을 읽고, 이것이 잠수함의 엔진 소리를 나타내는 스트링인지 아니면 
그냥 물속의 잡음인지를 판정한 후, 잠수함의 엔진 소리에 해당하는 스트링이면 
"SUBMARINE"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NOISE"를 출력한다.  

 
                       ( 입 력 )                   ( 출 력 ) 
예1 
예2 
예3 
예4 
예5 
예6 
예7 
예8  

10010111 
01001011000001 
100000000001101 
11111110000 
100001111010110011101 
0101010001  
011000101100011 
0110001001100011  

NOISE 
NOISE 
SUBMARINE 
NOISE 
SUBMARINE 
NOISE 
SUBMARINE 
NOISE   

  

 
밑변이 모두 x축에 평행인 N개의 직사각형이 주어질 때, 이 N개의 직사각형들이 차기하는 면적을 구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여기서 주어진 직사각형들은 서로 겹칠 수도 있으며, 변이나 꼭지점은 
공유할 수도 있다. 실행 파일의 이름은 AREA.EXE로 한다. 

 
입력파일 INPUT.TXT의 첫째줄에는 직사각형의 개수 N(1≤N≤30)이 주어지고 그 다음 N줄에는 
각 직사각형이 4개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숫자는 직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
의 x좌표, y좌표이고 셋째 숫자는 폭, 넷째 숫자는 높이를 나타낸다.  

 
화면에 N개의 직사각형이 차지하는 면적을 출력한다.  

 

( 입 력 )  

( 출 력 )  

 
참고로 위의 입력 예의 직사각형을 평면에 그리면 아래와 같다.  
 

4 
52.7  22.9  27.3  13.3  
68.8  57.6  23.2  8.0  
20.0  48.0  37.0  23.5  
41.5  36.2  27.3  21.4 

18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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