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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8

구덩이(Holes)
출제: 1514 장보규

궁수와 암살자로서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한 시마다 한조는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전사임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암살자 가문 시마다 일족은, 긴 세월 동안 힘을 키우며 무기와 불법
약물을 거래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거대한 범죄의 제국을 건설했다. 일족 수장의 큰아들
인 한조는 의무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마다 제국을 지휘해야 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훈
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이해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물론 이보다 더 실용적인 분야인 무술과 검술, 궁술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보였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일족의 장로들은 한조에게 사고뭉치 동생을 바로
잡아 함께 시마다 제국을 다스리라고 했다. 하지만 동생은 이를 거절하고 말았고, 한조는 어
쩔 수 없이 직접 그를 제거해야 했다. 이는 한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거부한 채 자신의 일족과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제 한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사로서의 실력을 연마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동
시에 과거의 유령을 잠재우려 한다.

시마다 일족 수장의 둘째 아들 시마다 겐지는 아버지의 특권 속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 왔다.
닌자 훈련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였고, 또 이를 즐겼던 그였지만 가문의 불법 사업에 큰 관심
이 없던 겐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탕하게 보냈다. 대다수의 일족들은 겐지를 골칫거리로 여
겼고, 그를 감싸는 수장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마다 일족의 수장이 사망
했고, 겐지의 형 한조는 일족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겐지에게 시마다 제국을 함께 다스리며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요구했다. 겐지는 이를 거절했고, 한조는 분노했다. 결국 두 형제는
결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겐지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한조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제거했다고 믿었으나, 겐지는 죽음 직전 초록 호수 캠프 소속
의 앙겔라 치글러 박사에 의해 구조된다. 초록 호수 캠프의 구덩이 파기 작업에서 겐지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초록 호수 캠프는 그에게 새로운 육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록 호

수 캠프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겐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사이보그화
되어 더 민첩해졌고, 더 빠르게 구덩이를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 굴착기로 환생한
겐지는 초록 호수 캠프를 도와 구덩이를 파는 임무에 매진한다.

겐지는 임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완수하려한다. 그는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임무를 가장 빨
리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짜 구덩이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진짜 구덩
이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행  열의 땅-구덩이 지도 행렬이 있다. 은 땅, 은 구
덩이이다. 여기서 임의의

   ≤  ≤  ≤  에 대해  부터  까지 연속한 행으로 만든 지도

- 1 -

2018 SCIOI #5

에서 구덩이로 서로 연결된 최대 구덩이들의 개수의 합이 ‘진짜 구덩이 수’이다.

당신은 계산이 느린 겐지를 대신해 ‘진짜 구덩이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한다. 입
력으로는  행  열의 땅-구덩이 지도 행렬이 주어진다.

[입력 형식]
첫 번째 줄에 행의 개수
음

 개의

줄에는

  ≤  ≤   ,

 개의  과  이

열의 개수

  ≤  ≤   이

주어진다.

[출력 형식]
주어진 지도의 ‘진짜 구덩이 수’를 출력한다.

[채점 방식]
예제는 채점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말한 조건 이외의 제한 조건은 없다.

[입력 예제]

[출력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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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