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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0줄, 세로 10줄에 1 또는 0 이 적혀진 배열이 있다.이러한 배열 안에 있는 숫자 1들이 만드는 
모양이 한 개의 직각이등변삼각형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직각이등변삼각형
의 적어도 한변은 수평선 또는 수직선이다. 단,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내부도 1로 채워져 있어야 한
다. 입력된 모양은 삼각형이 아닐 수 있다. 실행파일의 이름은 TRI.EXE로 한다. 

 
입력파일의 이름은 INPUT.TXT이다. 입력은 10줄로 이루어지며, 각 줄은 첫칸부터 공백없이 
10개의 0 또는 1로 이루어진다. 

 
출력은 화면에 한다. 
입력된 모양이 직각이등변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세 꼭지점의 좌표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0 을 출력한다. 각 꼭지점의 위치를 한줄에 두 개의 수로 출력한다. 첫째 수는 그 
꼭지점이 위에서부터 몇번째 줄에 있는가를 나타내며, 두 번째수는 왼쪽부터 몇번째 칸에 있는
가를 나타내야 한다. 

 
( 입 력 ) 

( 출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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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십자모양의 한 장의 카드에서, 네모서리에 1 이상 9 이하의 숫자가 하나씩 씌여있다.이 네 
개의 숫자중에는 같은 숫자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가능한 십자카드가 주어질 때 각각의 카드는 다음
과 같은 "시계수"라는 번호를 가진다. 시계수는 카드의 숫자들을 시계방향으로 읽어서 만들어지는 
네자리 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이다. 위 그림의 카드는 시계방향으로 3227, 2273, 2732, 7322로 
읽을 수 있으므로, 이 카드의 시계수는 가장 작은수인 2273이다. 
입력으로 주어진 카드의 시계수를 계산하여, 그 시계수가 모든 시계수들 중에서 몇번째로 작은 시계
수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십자카드의 시계수는 1122이며, 이 시계수보다 작은 시계수들은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뿐이므로 1122는 10번째로 작은 시계수이다. 
(여기서 십자카드에는 0 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1120은 시계수가 될 수 없다. 또한, 1121이 적혀있
는 카드의 시계수는 1112이므로 1121은 시계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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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파일의 이름은 CROSS.EXE로 한다. 

 
입력파일의 이름은 INPUT.TXT이다. 입력은 한줄로 이루어지며, 이 한줄은 카드의 네 모서리에 
씌여있는 1 이상 9 이하의 숫자 4개가 시계방향으로 입력된다. 각 숫자 사이에는 빈칸이 하나 
있다. 

 
출력은 화면에 한다. 입력된 카드의 시계수가 모든 시계수들 중에서 몇번째로 작은 시계수인지
를 출력하시오. 

 
( 입 력 ) 

( 출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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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의 응원을 위한 모임에서 회장을 선출하려고 한다. 이모임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
기 때문에 회원사이에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몇 사람을 통하면 서로 모두 알 수 있다. 각 회원
은 다른 회원들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예를들어 어느 회원이 다른 모든 회원과 친구이면, 이 회원의 점수는 1점이다. 어느 회원의 점수가 2
점이면, 다른 모든 회원이 친구이거나, 친구의 친구임을 말한다. 또한, 어느 회원의 점수가 3점이면, 
다른 모든 회원이 친구이거나, 친구의 친구이거나, 친국의 친구의 친구임을 말한다. 
4점, 5점 등은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다. 각 회원의 점수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두 회원이 친구 
사이이면서 동시에 친구의 친구사이이면, 이 두 사람은 친구사이라고 본다. 
회장은 회원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된다. 회장의 점수와 회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실행파일의 이름은 PRES.EXE로 한다. 

 
입력파일의 이름은 INPUT.TXT이다. 입력의 첫째 줄에는 회원의 수가 있다. 단, 회원의 수는 50
명을 넘지 않는다. 둘째 줄 이후로는 한줄에 두 개의 회원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두 회원이 서
로 친구임을 나타낸다. 회원번호는 1부터 회원의 수만큼 번호가 붙어있다. 마지막 줄에는 -1이 
두 개 들어있다. 

 
출력은 화면에 한다. 첫째 줄은 회장 후보의 점수를 출력하고 두 번째 줄은 회장 후보를 모두 
출력한다. 

 
( 입 력 )   

( 출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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