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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Algorithm

본과제에서는M×N Grid world에서장애물이랜덤(random)하게배치되고,시작
지점에서 장애물을 피해 목표지점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A*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GUI환경에서 시물레이션 하는 것이 목표이다 (python 코드로 구
현). 이동은 diagonal방향은 허용하지 않고 상하좌우 4방향으로만 가능하다.

- 참고예제: https://qiao.github.io/PathFinding.js/visual/
GUI환경은 다음과 같이 M × N의 Grid world, 3개의 버튼과 2개의 Ratio

button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장애물은 gray color로 표시한다. 보드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Pygame 및 python GUI library인 PGU를 이용하라.

- Pygram: https://www.pygame.org/news
- PGU: https://github.com/parogers/pgu

다음은 상세 요구사항이다.

• Grid world 크기: Grid cells의 행과 열의 갯수 M과 N의 default 값은 30
이며, argparse를 이용하여 command line에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Argparse참조: https://docs.python.org/3.3/library/argparse.html

• Grid world 화면 출력: 전체 Grid world의 화면 크기는 픽셀단위로 고정으
로 하며 (예: 600× 600), 각 Grid cell의 화면상 크기는 M과 N의 값에 따라
동적으로바뀌도록한다.즉, default셋팅에서 Grid world의크기가 600×600
이고 M = N = 30일 때, 각 grid cell의 크기는 20× 2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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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 랜덤 배치: 장애물은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하여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random하게 배치하는 방법 있다. 먼저 랜덤 배치에서는, M × N ×
inc obstacle ratio 갯수만큼의 장애물이 비어있는 grid cell에 새롭게 생성
된다. 이때, inc obstacle ratio의 default값은 0.2로 하고, M = N = 30
이라면, M ×N × inc obstacle ratio = 120개의 장애물이 새롭게 생성된다.
inc obstacle ratio의 값은 argparse를 이용하여 command line에서 옵션으
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물 - 사용자 배치: 다음으로 사용자 배치에서는, grid world상의 마우스
클릭된 grid cell을 focus cell이라 할때 해당 cell이 비어있다면 장애물로 바
뀐다 (즉, gray color로 배경색 변경). 만약 해당 focus cell이 장애물이었다면
toogle되어 다시 비어있는 cell로 바뀐다.

• 시작지점과 목표지점: 시작지점과 목표지점은 초기에 랜덤하게 또는 고정위
치에 S와 G로표시되도록하고,사용자마우스 drag를통해이동될수있도록
한다.

• A* Search 수행: Start A* Search 버튼 클릭시 S와 G에 A* search를
수행하여, 최단경로를 찾을 경우 해당 경로를 yellow line으로 표시한다.
또한, 콘솔화면에 해를 탐색할때까지의 총 explored nodes갯수를 출력한다.

• A* Search Heuristic 함수: 휴리스틱 함수로 현재 node의 위치와 gold
node위치간의 1) Manhattan 거리, 2) Euclidean 거리 두 가지중 하나를

화면 우측의 ratio button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A* Search 결과 - 해가 없을 때 : 만약 A* search 결과 해가 없다면, 콘
솔화면에 path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GUI 화면에서는
explored nodes중 가장 f(n)이 낮은 node까지의 경로를 yellow line으로
표시한다.

2 제출 내용 및 평가 방식

코드는 python으로본과제결과물로필수적으로제출해야내용들은다음과같다.

• 코드 전체

• 테스트 결과: 각 내용별 테스트 코드 및 해당 로그 또는 출력 결과.

• 결과보고서: 구현 방법을 요약한 보고서.

본 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각 세부내용의 구현 정확성 및 완결성 (80점)

• 코드의 Readability 및 쳬계성 (10점)

• 결과 보고서의 구체성 및 완결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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