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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H. Checkpoint : 풀이

요약한 문제 설명

무방향 그래프가 있고, 도둑이 시작하는 점들의 집합 S와 도둑이 끝나는 점들의 집합 E가 주어집니다. S와 E

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어떠한 점 v를 그래프에서 지웠을 때, S에 속하는 임의의 점에서 시작해서 E에 속하는

임의의 점에 도달 할 수 없다면, v는 ”검문소 후보”입니다. 그래프의 모든 검문소 후보를 찾아주세요.

문제를 단순화하자

시작하는 점들과 끝나는 점들이 모두 1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 점들을

정확히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시작하는 정점과 끝나는 정점들을 묶어주는 슈퍼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0번 정점과

n+ 1번 정점을 만듭시다. 그리고, S에 속하는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0번 정점과 연결되는 간선을, E에 속하는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n+ 1번 정점과 연결되는 간선을 만들어 줍시다. 이제 검문소 후보의 정의는

어떠한 정점 v를 그래프에서 지웠을 때, 0번 정점에서 n+1번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면, v는 검문소 후보이다.

와 같이 간소화 됩니다. 물론 0번 정점과 n+ 1번 정점은 세면 안 되겠지만요.

이는 문제를 단순화 할 뿐만 아니라, 절점을 구하는 문제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 줍니다. 해당

점을 지웠을 때, 연결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연히 0번 정점에서 n+1 번 정점까지도 문제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해당 점을 지우는 것은 그래프의 연결성을 바꿔놓아야 하며, 이는 검문소 후보들은 새 그래프의

절점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절점 개념을 통한 문제 해결

그래프의 절점을 제거하게 되면, 남은 정점들은 2개 이상의 다른 컴포넌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절점이 검문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0번 정점과 n+ 1번 정점이 이 과정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갈라져야 합니다. 이는 절점을

찾는 깊이 우선 탐색(DFS)을 조금 변형시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번 정점을 루트로 잡고 DFS를 합시다. DFS 과정에서, 각각의 정점의 DFS 서브트리에 n + 1번 정점이 있는

지 없는지를 불리언 변수로 가지고 다닙니다. 해당 정점이 절점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DFS 트리의 서브트리

중에서, 어떠한 서브트리들은 해당 정점을 지워도 0번 정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서브트리들은 해당

정점을 지우면 0번 정점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이를판별하기위해서는,절점을판별하는경우와똑같은방법으로 low link를응용하면됩니다.해당서브트리의

low link가 현재 정점의 방문 시간보다 작다면, 정점을 끊는 것은 n+ 1번 정점과 루트와의 연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점을 끊었을 때 해당 서브트리는 다른 컴포넌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서브트리에 n+ 1번 정점이 있다면, 그 절점은 검문소 후보입니다. 고로, 이러한 정점을 단순히 체크해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루트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0번 정점이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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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풀이

사실 절점 대신 Minimum Cut 문제로 모델링을 해도, Dinic’s Algorithm을 사용하면 O((N + M)3/2) 정도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가중치가 1인 단위 그래프에서 Dinic’s

Algorithm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한 제 글을 참고하세요. http://koosaga.com/133

다만 의도된 풀이가 아니라 시간 안에 안 나와도 책임은 못 집니다. 그리고 정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http://koosaga.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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