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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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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번호

면접 진행

① 사전이해실(30분): 제시문을 읽고 문항에 대한 답변 준비 → ② 면접실 이동 및 입실 →
③ 면접 진행(13분): 문항에 대한 답변 발표(5분) 및 질의응답(8분) → ④ 면접지 제출 및 퇴실
※ 아래의 질문 1, 2, 3번에 답하시오.
1. (30점) N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볼트-너트 쌍이 있다. 볼트와 너트는 풀어진 상태로 N개의 칸이 있는 볼트 상자와 너트 상자에
그림과 같이 순서없이 담겨있다. 공구상자에도 N개의 칸이 있고, 같은 크기의 볼트-너트를 한 칸에 한 쌍 씩 크기 순서대로 넣으려
한다. 단 볼트끼리 혹은 너트끼리는 서로 크기를 비교할 수 없고, 볼트와 너트는 서로 끼워서 비교하여 서로 맞는 쌍인지, 어느 한쪽
이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볼트와 너트를 최소한으로 비교해서 같은 크기의 볼트-너트 쌍을 찾아 크기 순서대로 공구상자에 넣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여러
분이 제시한 알고리즘은 볼트-너트 비교를 몇 번 수행하는가? 볼트와 너트가 다양한 순서로 주어진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40점) 여러분에게 시한 폭발물 제거 미션이 주어졌다. 이 폭발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흰 폭약과 검은 폭약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
는 형태이다. 폭약이 연결되지 않고 낱개로 존재하면 폭발하지 않으나, <그림 1>이나 <그림 3>과 같이 같은 개수의 흰색과 검은색
폭약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후 9시에 폭발하고, <그림 2>와 같이 흰색과 검은색 폭약의 개수가 다르면 즉시 폭발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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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같은 개수의 흰색과 검은색 폭약이 연결된 폭발물을 폭발하기 전에 낱개의 폭약으로 안전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분
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1: 폭약 사이의 줄을 잘라서 두 개의 폭발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때 분리된 두 개의 폭발물에는 각각 흰색 폭약과 검은색 폭약
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3번과 4번 사이를 자를 경우 왼쪽 폭발물은 검은색이 더 많아서 폭발하고 오른쪽
폭발물은 흰색이 더 많아서 폭발하게 된다. 하지만 2번과 3번 사이 또는 4번과 5번 사이를 자를 경우에는 모두 흰색과 검은색 폭약의
개수가 같으므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다.
규칙2: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약의 색이 다른 경우 동시에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1번과 6번 폭약을 동시에 분
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과 같이 다른 색 두 개만 남은 경우도 이 규칙으로 분리할 수 있다.
a. (10점) 규칙1과 규칙2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다음 폭발물을 전부 낱개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b. (30점) 같은 개수의 흰색과 검은색 폭약이 연결된 임의의 폭발물을 규칙1과 규칙2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전부 낱개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3. (30점) 본인의 소프트웨어 활동 중 대표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을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