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blem 1 [16×(5점|-5점)] O/X 로 답하라.

1.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시간과 메모리소모량이 입력크기에 따라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다.

2.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O(100n)과 O(0.001n)은 모두 O(n)으로 줄여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예로들면 다음과 같다:

O(log n) < O(n log n) < O(n) < O(n2018) < O(2n) < O(nn).

3. 현실적인 비용의 알고리즘은 컴퓨터의 성능이 곱하기로 빨라지면,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입력의 크기도
곱하기로 는다.

4. 비 현실적인 비용의 알고리즘은 컴퓨터의 성능이 곱하기로 빨라져도,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입력의 크기도
더하기로 는다.

5.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 정확히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은 무수히 많다.

6. 어떤 문제는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 정확히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모두 비현실적인 비용을 가진 것
뿐인 경우가 있다.

7. 어떤 문제는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 정확히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를 양보하면 어느
정도 풀리는 알고리즘이 가능하다.

8. 정확히 푸는 알고리즘의 조건이란 “모든 입력”의 경우에 “정확한 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9. 일부 입력의 경우에만, 그리고 적당한 답을 내 놓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10. 디지털 컴퓨터로 정확히 푸는 데 현재까지 비현실적인 비용이 드는 알고리즘밖에 찾지못한 문제는, 영원히 그렇게
비현실적인 비용이 드는 알고리즘밖에는 없을 것이다.

11. 어떤 문제 A를 푸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른 문제 B를 풀 수 있었다면 A문제는 적어도 B문제 만큼 어려운 것이다.

12. NP클라스문제와 P클라스문제의개념을통해서,현재의디지털컴퓨터로어떤문제가현실적인비용으로정확히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13. 주어진 부울식이 참이되게 할 방법이 있는 지 판단하는 문제는 NP문제이다.

14. 주어진 자연수를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NP문제이다.

15. NP문제중에서 부울식 만족시키기 문제가 제일 어렵다.

16. P6=NP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Problem 2 [20점] 부침개 뒤집기: 후라이판에 쌓여있는 부침개들을 통째로 뒤집는 기술. 단, 뒤집을 바닥은 뒤집게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뒤집기를 어떻게 해야 부침개들을 크기순서대로 보기좋게 쌓아놓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하자: 제일 큰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닥으로 해서 뒤집는다. 그리곤 전체를 뒤집는다.

그러면 제일 큰 것이 맨 밑바닥으로 오게된다. 다음은 맨 밑바닥 부침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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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뒤집어가는 알고리즘은 부침개가 n개인 경우 최대 An번 뒤집게 된다. 아래 빈 칸에 들어갈 상수는?

• A1 = 0, A2 = 1, A3 = +A2

• An = +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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