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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상자
IOI 2015 개막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각 팀은 주최측으로부터 선물상
자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개막식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선물에 대해서
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선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만 뿐이다. 아만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이며, IOI가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모든 선물을 최소의 시간에 전달하
고자 한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곳은 개의 동일한 구역으로 나뉘어진 원 모양이다. 각 구역은 차례로 부터
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 즉,
일 때, 구역 와 구역
는 서로 인접해 있
고, 구역 과 구역
도 서로 인접해 있다. 개막식에 온 팀들은 모두 개 팀이다. 각 팀은 이
구역들 중 하나에 앉아 있다. 각 구역에는 임의의 수의 팀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구역에는 팀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선물은 모두 동일하며, 총 개가 있다. 처음에, 아만과 모든 선물은 구역 에 있다. 아만은 각 팀에
게 선물을 하나씩 주어야 하며, 선물을 다 나눠준 다음에는 구역 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역 에도
팀들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
어떤 순간에도, 아만은 최대 개의 선물들만을 들 수 있다. 아만은 구역 에서 선물을 들어야 하
고, 드는데는 시간이 들지 않는다. 각각의 선물은 팀에게 전달될 때까지 아만이 들고 있어야 한다.
아만이 하나 이상의 선물을 들고 있고, 아직 선물을 받지 않은 팀(들)이 있는 구역에 도착하면, 아
만은 들고 있는 선물을 팀(들)에게 줄 수 있다. 선물을 주는데도 시간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 드는
것은 단지 이동 뿐이다. 아만은 원형인 개막식장에서 양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인접한 구역간
을 이동하는데 (시계방향이든 반시계방향이든) 정확히 1초가 걸리며, 선물을 몇 개 들고 있는지와
는 관계가 없다.
아만이 모든 선물을 전달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구하시오.

예제
이 예제에서
팀이 있고, 아만은 동시에 최대
이다. 팀들은 구역 1, 2, 5에 있다.

개의 선물을 들 수 있으며, 구역의 수는

최적의 해 중 하나가 위 그림에 나와 있다. 처음에 아만은 선물 두 개를 들고, 이를 구역 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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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게 하나를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를 구역 5에 있는 팀에게 준 뒤 구역 0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
은 8초가 걸린다. 다음에 아만은 남은 선물 하나를 구역 1에 있는 팀에게 주고 다시 구역 0으로 돌
아온다. 이 과정은 2초가 걸린다. 따라서, 전체 시간은 10초이다.

문제
, , 과 모든 팀들의 위치가 주어진다. 아만이 모든 선물을 전달하고 구역 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를 위하여 delivery 함수를 구현해야 한다:
delivery(N, K, L, positions) — 이 함수는 그레이더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번 호출
된다.
N: 팀의 수
K: 아만이 한 번에 들 수 있는 선물의 최대 개수
L: 개막식장의 구역 수
positions: 길이 인 배열. positions[0], ..., positions[N-1]에 각 팀이 있
는 구역 번호가 주어진다. positions의 성분들은 감소하지 않는 순서로 주어진다.
이 함수의 리턴값은 아만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최소 몇 초가 필요한지이다.

부분문제
부분문제 점수
1
2
3
4
5
6

10
10
15
15
20
30

Sample grader
Sample grader는 다음 양식에 따라 입력을 읽어들인다.
line 1: N K L
line 2: positions[0] … positions[N-1]
Sample grader는 delivery의 리턴값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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