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2017.7.22) 고등부 문제 2

문명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명의 발전

은 독자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결합되기도 한다. 여

러분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세계 문명

의 발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한다.

세계를 ×의 2차원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 크기의 정사각형이

가로, 세로로 각각 개씩 쌓여있는 형

태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왼쪽 아래

정사각형은 , 가장 오른쪽 위 정사

각형은  위치에 있다. 두 정사각

형 와 ′′은 다음 두 조건 중 하

나만 만족할 때 서로 인접해 있다고 하

자.

l ′   이고   ′.
l ′   이고  ′.

문명의 최초 발상지는 모두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각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공간은 문명 지역이거나, 미개 지역이

다. 문명의 최초 발상지는 문명 지역이

며, 만약 문명 최초 발상지끼리 인접해

있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로 결합된

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문명 지역은

자신과 인접한 지역에 문명을 전파한다.

정사각형 가 문명 지역이면, 다음

해에는 세계의 경계를 넘지 않는 한 이

정사각형과 인접한 네 정사각형

, , , 에

문명이 전파된다. 만약 두 인접하는 지

역에 다른 문명이 전파되었거나, 한 지

역에 둘 이상의 다른 문명이 전파된다

면 이 문명들은 결합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 크기의

세계에 4곳의 정사각형 , ,

, 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자.

정사각형 , 의 문명은 인접해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다. 1년

후 문명이 전파된 지역은 오른쪽 그림

과 같고, 2년 후에 문명이 전파된 지역

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때 모든 문명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문명이 된다.

에서 발상한 문명과 에서 발상

한 문명은 직접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았

지만, ,에서 발상한 문명을 통

하여 결합됨에 주의하라.

세계의 크기, 문명 발상지의 수 및 위치

를 입력으로 받아 모든 문명이 하나로

결합될 때까지 걸리는 최소 햇수를 구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소스파일의 이름은 civilization.c 또는

civilization.cpp를 권장하지만, 서버에

제출하는 데는 다른 이름도 상관없다.



제3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2017.7.22) 고등부 문제 2

입력 형식

표준 입력으로 다음 정보가 주어진다. 첫 번째

줄에는 세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수 

( ≤≤)과 문명 발상지의 수 

≤≤가 주어진다. 다음 줄에

는 한 줄에 하나씩 문명 발상지에 해당하는 정사

각형의 위치 를 나타내는 두 자연수 와

가 주어진다. ≤≤

출력 형식

표준 출력으로 모든 문명이 하나로 결합되는데

걸리는 최소 햇수를 정수로 출력한다.

부분문제의 제약 조건

l 부분문제 1: 전체 점수 100점 중 19점에 해

당하며 ≤≤, ≤≤이다.

l 부분문제 2: 전체 점수 100점 중 35점에 해

당하며  ≤≤,

≤≤이다.

l 부분문제 3: 전체 점수 100점 중 46점에 해

당하며 원래의 제약조건 이외에 아무 제약조

건이 없다.

입력과 출력의 예

입력(1)

5 4
1 1
2 1
2 5
5 2 

출력(1)

2

입력(2)

10 3
1 1
1 3
1 8

출력(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