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work 3

SNU L0444.200, 2017 Fall

Due: 11/20 (Mon), 23:59

TA: Jinyung Kim, Prof: Kwangkeun Yi

이번 숙제에서는,

• 재귀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 본다.

• 제약조건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 본다.

– 쉽게답을구할수있는라이브러리에기대지않고,밑바닥부터재귀적으로생각해보는연습.

–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해보는 연습.

제약조건 이번 숙제에서 지켜야 하는 제약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추가적인 import 없이 작성한다.

• 전역 변수 없이 (global 키워드 사용 없이) 작성한다.

• 자료형은 List와 Tuple 자료형만을 이용해 (Dictionary와 Set 사용 없이) 작성한다.

이번 숙제에서는 지난 숙제들과 달리, 길이가 2인 파이썬의 튜플(tuple) 자료형을 이용하여 위치정

보를 표현한다. 0번째 값은 위도를 나타내는 실수값이고, 1번째 값은 경도를 나타내는 실수값이다.

(Tuple[float, float] 타입.) 또한, 지난 숙제들과 마찬가지로 ctp17hw1.dist()를 이용한다.

Exercise 1 “가깝다”

실수 k가주어졌을때,두위치가 “가깝다”는것을아래와같이정의한다.서로다른 A, B, C에대해,

• A와 B 사이의 거리가 k 이하이면, A와 B는 “가깝다”.

• A와 B가 가깝고, B와 C가 가까우면, A와 C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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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들의 리스트 loc lst가 주어진다. 리스트의 길이는 1 이상 100 이하이다. 0번째 값은 내

현재 위치이다. 기준이 되는 거리의 값인 실수 k도 주어진다. 위치정보들의 리스트에서 내 현재 위

치와 “가까운” 위치들의 개수를 돌려주는 함수 count near(loc lst, k)를 작성해 본다. loc lst는

List[Tuple[float, float]] 타입이다. k는 float 타입이다.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int 타입이다.

Exercise 2 “동네 한 바퀴”

위치정보들의 리스트 loc lst가 주어진다. 리스트의 길이는 1 이상 10 이하이다. 내 현재 위치

my loc도 주어진다. 현재 위치에서 출발해, 위치정보들의 리스트의 모든 곳을 방문한 뒤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한다. 순서는 상관없이 모든 위치를 한 번씩 들리기만 하면 된다. 어떤 순서로 방문하면 총

이동거리를 가장 짧게 방문할 수 있을까?

조건을만족하는가장짧은총이동거리를계산해돌려주는함수 shortest route(loc lst, my loc)

를작성해본다. loc lst는 List[Tuple[float, float]]타입이다. my loc는 Tuple[float, float]

타입이다.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float 타입이다.

Exercise 3 “구역 나누기”

위치정보들의 리스트 loc lst가 주어진다. 리스트의 길이는 1 이상 500 이하이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의 근처인 위도 0 이상 60 미만, 경도 90 이상 150 미만의 구역이라고 가정한다.

주어진 위치들은 모두 이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한다. 범위가 매우 넓은 구역이므로, 이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구역들로 나누려고 한다.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주어진 구역의 중앙을 위도 30, 경도 120

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북동 구역: 위도 30 이상 60 미만, 경도 120 이상 150 미만

• 북서 구역: 위도 30 이상 60 미만, 경도 90 이상 120 미만

• 남동 구역: 위도 0 이상 30 미만, 경도 120 이상 150 미만

• 남서 구역: 위도 0 이상 30 미만, 경도 90 이상 120 미만

이렇게 나누면, 주어진 위치들은 네 개의 구역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나뉜 구역에

따라 많은 위치가 속해 있을 수 있다. 위치의 최대 갯수 k가 함께 주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뉜

구역에 속하는 위치들의 갯수가 k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구역을 위와 같이

중앙을 기준으로 다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한 구역에 속하는 위치들의

갯수가 모두 k개 이하가 될 때까지. 즉,

• 전체 구역을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2



• 나뉜 네 개의 구역 중, 속한 위치가 없는 경우는 구역으로 치지 않는다.

• 나뉜 네 개의 구역에 속한 위치들의 갯수가 모두 k개 이하인 경우는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

• 네 개의 나뉜 구역 중, 속한 위치들의 갯수가 k개가 넘는 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구역들만

다시 나누는 과정을 재귀적으로 반복한다.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역을 나누었을 때, 구역이 총 몇 개로 나뉘는지를 계산해 돌려주는 함수

sub areas(loc lst, k)를작성해본다. loc lst는 List[Tuple[float, float]]타입이다. k는 int

타입이다.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int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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