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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Notice)

대회	진행
Ÿ 제2회 PMCC는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됩니다.

Ÿ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2월 18일 오전 9시까지 Phase 1 문제가 열려 있습니다.

Ÿ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2월 21일 오전 9시까지 Phase 2 문제가 열려 있습니다.

Ÿ 각 Phase에는 네 문제가 있으며, 정해진 시간 중 원하는 시간에 시작해 5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Ÿ 타임 프레임을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공개되며, 5시간이 지나거나 해당 Phase에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Ÿ 결과 발표는 대회 종료 후 최대 1주일 이내에 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안내
Ÿ 대회 링크는 https://pmcc2021.loca.lt/입니다.

Ÿ 대회 스코어보드 링크는 https://pmcc2021score.loca.lt/입니다.

Ÿ 위 링크에 처음 접속하면 영어로 된 안내가 뜰 수 있는데, 화면 중앙의 버튼을 

누르시면 대회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합니다.

Ÿ Division 1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C11, C++11입니다.

Ÿ Division 2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C11, C++11, Python 3입니다.

Ÿ 자세한 언어 / 컴파일러 버전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C11   : g++	7.5.0

C++11 : gcc	7.5.0

Python: Python	3.6.9

Ÿ 채점 서버의 운영체제는 Ubuntu	18.04입니다.

Ÿ 제출 횟수 제한은 없고, 60초에 한 번씩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상황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Ÿ 대회 중 특별한 사유에 의해 재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채점으로 인해 

총 점수가 변동된 참가자가 있는 경우 재채점 공지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 재채점 공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Ÿ Division 2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와 순서는 유사합니다.

Ÿ Division 1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와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Ÿ 각 문제의 점수는 각 서브태스크에서 얻은 최고 점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특

별한 설명이 없는 한 각 서브태스크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정답을 출력해야 해

당 서브태스크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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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Ÿ Batch: 가장 흔한 문제 유형입니다. 표준 입력(stdin)에서 입력을 받아, 표준 

출력(stdout)에 출력하는 유형입니다.

Ÿ Communication: 문제의 설명에 따라 함수를 구현한 뒤, 해당 파일만을 제출하는 

유형입니다. 첨부 파일로 그레이더 파일, 작성해야 할 코드 파일이 주어지며, 

그레이더 헤더 파일은 주어질 수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

을 함께 컴파일하면 로컬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Division 2에

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Ÿ Output Only: 코드를 짠 뒤, 그 출력 결과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순위	배정	기준
아래 기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위에 있는 기준을 우선시하며, 동률일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Ÿ 총점: 총점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등수입니다.

Ÿ 마지막으로 점수가 오른 시각: 총점이 동일할 경우, 대회를 시작한 시각으로부

터 마지막으로 점수가 오른 시각이 더 빠른 사람이 더 높은 등수입니다.

Ÿ 위 두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같은 등수입니다.

시상	안내
Ÿ 각 Division에 대해, 각각 1명씩 대상 ․ 금상 ․ 은상을 수여합니다.

Ÿ 상품은 아직 미정입니다.

부정행위
Ÿ 대회 참가자는 대회 문제 및 풀이와 관련해서, CMS 내부의‘질문’탭 을 이용해 

운영진과 소통하는 행위를 제외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Ÿ 위 규칙을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순위 및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Ÿ 부정행위를 하게 될 시 이후의 PMCC 참가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Ÿ 위에 적혀 있지 않은 행위도 운영진의 판단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