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 2015 Spring Camp

기억 압축 (Limited Memory)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의 일본 대표로 뽑힌 JOI양은 정보 처리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올림피아드 일본 위
원회 K이사장에게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받았다.
K이사장은, JOI양이 모르게, 어떤 문자열
다. K이사장은 JOI양에게 과제의 내용과

 를 수첩에 썼다.  는 '<', '>', '[', ']' 의 네 종류의 문자로 되어있

 의 길이가 적힌 프린트를 건넸다. JOI양의 과제는, S가 좋은 문자열인

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좋은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빈 문자열(즉, 길이 0의 문자열)은 좋은 문자열이다.



가 좋은 문자열 일 때, < >(즉,  를 홑꺾쇠표 <>로 감싼 문자열)은 좋은 문자열이다.
  가 좋은 문자열 일 때, [  ](즉,  를 각괄호 []로 감싼 문자열)은 좋은 문자열이다.
  ,  가 좋은 문자열 일 때,  (즉,  ,  를 순서대로 연결시킨 문자열)은 좋은 문자열이다.


이상으로 정의되는 문자열만 좋은 문자열이다.



예를 들어, "<>[]"나 "[<>]<>"는 좋은 문자열이고, "><"나 "[<]>"는 좋은 문자열이 아니다.
JOI양은, 매일 정오에 최대 1번
부터 문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전화로는, 정수  를 지정해서, 이사장으로

 의  번째 문자를 알 수 있다. 그리고 JOI양은, "이 과제는 메모를 해선 안 된다."라는 중대한 제약이

붙어 있다. JOI는 매일 밤 2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수면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22비트의 정보뿐


이다. 보다 정확히는, 취침 전에 0 이상  -1 이하의 정수 한 개만 기억하고, 다음 날은 기억한 정수를 바탕으

 의 길이는 프린트에 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 할 수 있다. JOI양은 취
침 전에 정수 1개를 기억하는 대신  가 좋은 문자열인지 아닌지를 Ｋ이사장에게 답변해도 된다. 이 경우에 과제
로 해서 과제를 해야 한다. 다만

는 종료되고,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정한다. 다만, 과제의 시작부터 15000일 이내에 전자 메일을 보내지 못한
경우는, 오답으로 판정된다.

문제
JOI양의 전략을 구현해서, 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구현의 상세 사항
당신은 JOI양의 전략을 구현한 1개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Memory_lib.h를 include 해
야 한다.



int Memory(int N, int M)

 의 길이와 기억하고 있는 정수를 받아서, 그 날 JOI양의 행동에 대응하는 함수이다.
◦ 인자 N은, 문자열  의 길이  이다.
◦ 인자 M은, 그 전날 자기 전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정수  이다. 단, 과제가 시작할 때는
 =0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함수는,

◦ 이 함수는, 아래에 설명될 함수 Get을 최대 1번 호출 할 수 있다.


◦ 이 함수는, 0 이상  -1 이하의 정수, 또는 -1 또는 -2를 반환해야 한다. 이 범위 외의 값을 반환
할 경우에는, 오답 [1]이 된다.


* 반환 값이 0 이상  -1 이하의 정수일 경우에는, 자기 전에 그 수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환 값이 -1일 때는, "  는 좋은 문자열이다." 라는 메일을 답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환 값이 -2일 때는, "  는 좋은 문자열이 아니다." 라는 메일을 답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함수는, 인자 N, M의 값 및 호출한 Get의 값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제 채점프로그램


에서 이 함수는  ×4회 호출된다. 자세한 것은, "채점 절차"와 "중요한 주의"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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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에는 다음의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char Get(int I)
이 함수는, Memory가 한 번 호출 될 때 마다, 최대 한번 밖에 호출 할 수 없다. 두 번 이상 호출 될 경우

에는, 오답 [2]이 된다.

 ≤ 을 만족하는  이어야 한다. 이것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오답 [3]이 된다.
이 함수의 반환 값은, 문자열  의  번째 문자를 의미한다.
인자 I는, 1 ≤

채점의 방법
채점의 각 입력 데이터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이며, 그것들의 문자열

 의 길이는 모두 같은 값  이다.

채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오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채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1) 인자 N, M의 값 및 Get의 반환 값에 따른 함수의 동작을 모두 조사한다. 즉 0≤  ≤  -1을 만족하는

 의 각각에 대해, 다음을 진행한다:
(i) 문자  를 '<', '>', '[', ']'의 각각에 대해 다음을 진행한다.
인자 N을  , 인자 M을  이라 하고 Memory를 호출한다. 그 때, Get이 호출되면, 문자  가 반환된다.
Memory의 반환값을     라 한다.
(ii) (i)에서 4번의 Memory 호출에 대해서, Get을 호출하는지의 여부는 같아야 한다. 그리고 Get을 호출한
경우에는, 4번 모두 정수

 를 같은 인자 I로 해서 호출해야 하고, Get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4번

모두 같은 값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답 [4]이 된다. Get을 호출 했을 때
인자 I를    이라 한다. (단, Get을 호출하지 않았을 경우   =1 이라 한다.)
(2) 각 테스트 케이스의 문자열
(i)

 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된 과제의 시뮬레이션을 한다. 즉, 다음을 한다.

 =0으로 한다.

(ii) 다음을 반복한다.

 의   번째 문자라고 한다.
(b)  을     로 대체한다.
(c)  =-1 이거나  =-2 인 경우에는, (iii)로 간다.
(a)  를

(d) 이 항목을 15000번 이상 도달한 경우, 오답 [5]이 된다.
(iii) 이하의 경우에는 오답 [6]이 된다.

 가 좋은 문자열이나,  =-2인 경우.
  가 좋은 문자열이 아니나,  =-1 인 경우.


(3) 정답이다.

중요한 주의




실행 시간 측정 및 메모리 측정의 대상은 "채점의 방법"의 순서 (1)이다. 순서 (1)에서 Memory는  ×4
번 호출됨에 주의한다.





순서 (1)에서, 모든  ×4번의 호출에 대해, 오답 [1], [2], [3]이 되거나, 실행시 에러가 발생해선 안됨
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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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실행의 방법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할 때는, 채점 프로그램의 샘플이 컨테스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아카이
브에 있다. 이 아카이브에는, 제출해야 하는 파일의 샘플이 들어있다.
채점 프로그램의 샘플은 grader-simple 과 grader-strict 2개가 제공된다. grader-simple 의 파일은

grader-simple.c 또는 grader-simple.cpp 이고, grader-strict의 파일은 grader-strict.c 또는
grader-strict.cpp 이다. 예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Memory.c 또는 Memory.cpp 인 경우, 작성한 프로그
램을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 로 테스트 할 때에는, 다음의 커맨드를 실행한다.



C의 경우

gcc -O2 -o grader-simple grader-simple.c Memory.c -lm
gcc -O2 -o grader-strict grader-strict.c Memory.c -lm


C++의 경우

g++ -std=c++11 -O2 -o grader-simple grader-simple.cpp Memory.cpp
gcc -std=c++11 -O2 -o grader-strict grader-strict.cpp Memory.cpp
컴파일이 성공 할 경우에는,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 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실제의 채점 프로그램은,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 와는 다름에 주의해야한다.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 는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표준 입력으로 입력하고, 표준 출력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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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프로그램의 샘플의 개요
grader-simple 은, "채점의 방법" (1)과 같이 처음에 Memory를 호출 하지 않고, 당신의 프로그램에 교대로
교환을 함으로써 문제에서 설명된 과제의 시뮬레이션을 한다. "교환의 예"를 참조하라.
grader-strict 는, "채점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Memory를 호출한다.
다음의 사항이 실제 채점 프로그램과 동작이 다름을 주의하라:



grader-simple 은, "채점의 방법"과 Memory를 호출하는 방식이 달라 오답 [4]를 판정하지 않는다.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 는, 오답 [6]을 판정하지 않고, 대신에

 의 값을 출력한다.

채점프로그램의 샘플의 입력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는 표준 입력으로 다음을 읽어 들인다.



첫째 줄에, 정수

 , 를 공백으로 구분해 입력한다. 은 문자열  의 길이이고, (0≤ ≤-1)은 테

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의미한다.



다음

개의 줄에, 각 테스트 케이스를 나타내는 문자열  (길이  )를 입력한다.

채점프로그램의 샘플의 출력
grader-simple 이나 grader-strict는 표준 출력으로 다음을 출력한다.

 의 값(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를 한 줄로 출력한다.



"채점의 방법" (2)(iii)에 대한



오답 [1], [2], [3], [4], [5]중의 하나로 판정된 경우, 오답의 종류가 "Wrong Answer [1]"과 같이 출력
된다. 그 시점에서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그 이후의 출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한
모든 입력 데이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1 ≤ (  의 길이) ≤ 100



 의 각 문자는 '<', '>', '[',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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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ask
Subtask1 [10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  의 길이) ≤ 8

Subtask2 [10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  의 길이) ≤ 14

Subtask3 [5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  의 길이) ≤ 24

Subtask4 [5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  의 길이) ≤ 30

Subtask5 [10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의 각 문자는 '<', '>'으로 이루어져 있다.

Subtask6 [60점]
추가 제한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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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호출의 예
채점 프로그램의 샘플이 읽는 입력의 예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 호출 예는 다음과 같다.

입력 예제

함수 호출의 예
함수 호출

반환 값

함수 호출

반환 값

Memory(4, 0)
Get(1)
<
2015
Memory(4, 2015)
Get(3)
[
3
Memory(4, 3)
4 1

Get(2)
>

<>[]
23
Memory(4, 23)
Get(4)

]
4194303
Memory(4, 4194303)
Get(3)
[
-1
다음의 교환이 이루어 질 때, grader-simple은 1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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