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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설명

미로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과 깔끔한 결과 영상을 얻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다.

먼저 미로의 중간선 까지만 구하면 경로탐색들 중에서 선택하여 최단경로를 구하고자 하였다.

보통 이러한 경로탐색을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여러가지가 있다. BFS(너비우선탐색), DFS(깊이우선탐색),

휴리스틱, 에이스타, 다이스트라, 점프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http://qiao.github.io/PathFinding.js/visual/ A*, IDA*, BFS, Dijkstra, Jump Point 알고리즘을비교하여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

일단 구현이 어려운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DFS와 BFS 2가지 중에서 고민하였지만 BFS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를 찾기로

하였다.

http://qiao.github.io/PathFinding.js/visual/


알고리즘 설명

거리변환알고리즘

미로의 흰색 영역(길)에서 검은 부분

(가로막 ) 까지 거리의 가중치를

병 렬 처 리 를 이 용 한 거 리 변 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흰색부분에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길영역

가운데는 흰색으로표시되어있다.



알고리즘 설명

세선화알고리즘

거리변환을 통하여 저장한 값을

이미지 버퍼에 저장하고 흰색부분을

세 선 화 과 정 을 거 치 면 처 음

결과영상과 같다. 하지만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는모습을 볼 수있다.

맨 처 음 에 는 Skeleton 을

적용하였는데 원하는 값이 아니여서

다시 바꾸었다.



알고리즘 설명

팽창알고리즘

세 선 화 과 정 을 거 친 영 상 을

팽창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팽창을

통 해 서 끊 어 졌 던 길 부 분 을

연결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BFS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연산량이 많아지므로 다시 1픽셀로

길을 줄이도록한다.



알고리즘 설명

침식알고리즘

팽창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다시

침식과정을 거치게 되면 1픽셀의

중 간 선 경 로 가 나 오 게 되 고

끊어졌던 부분도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제

완벽하게 미로의 중간선 영상을

얻게 되었고 이제 BFS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를 구하게된다.



알고리즘 설명

BFS(너비우선탐색) 최단경로길이알고리즘

먼저 BFS(너비우선탐색) 은 Breadth First Search의 약자로서 트리나 그래프의탐색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너비우선 탐색은깊이가 1인 모든정점을 방문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2인 모든정점을 방문하는 식으로계속

방문하다가더이상 방문 할곳이 없으면탐색을 마친다. 

옆의 그림을 보게 되면 S는 시작점, F는

도착점이다. 흰색부분이 길이며 2가지 길이

있다 . S에서 떨어진 거리의 길이를

판단하면 왼쪽 길은 15, 오른쪽 길은 13인

것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최단길이는

13이며 최단경로는 오른쪽이다.



알고리즘 설명

BFS(너비우선탐색) 최단경로길이알고리즘

int n, cnt; // 맵의 크기와 카운트 변수

int map[10][10]; // 맵을 나타내는 2차원 배열

int x[100], y[100], l[100]; // 좌표와 길이를 담을 배열

// 큐에 좌표 정보와 길이를 삽입하는 함수

void enqueue(int _x, int _y, int _l)

{

x[cnt] = _x;

y[cnt] = _y;

l[cnt] = _l;

cnt++;

}

void BFS(int _x, int _y)

{

int pos = 0;

// 시작점의 좌표 정보와 길이를 큐에 삽입한다

enqueue(_x, _y, 1);

// 더 이상 방문할 지점이 없거나,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루프를 탈출한다

while (pos < cnt && (x[pos] != n - 1 || y[pos] != n - 1))

{

// 두 번 방문하게 하면 안되므로, 이미 지나갔다는 표시를 해둔다

map[y[pos]][x[pos]] = 0;

// 위로 갈 수 있다면, 위 지점의 좌표 정보와 길이를 큐에 삽입한다

if (y[pos] > 0 && map[y[pos] - 1][x[pos]] == 1)

enqueue(x[pos], y[pos] - 1, l[pos] + 1);

// 아래로 갈 수 있다면, 아래 지점의 좌표 정보와 길이를 큐에 삽입한다

if (y[pos] < n - 1 && map[y[pos] + 1][x[pos]] == 1)

enqueue(x[pos], y[pos] + 1, l[pos] + 1);

// 왼쪽으로 갈 수 있다면, 왼쪽 지점의 좌표 정보와 길이를 큐에 삽입한다

if (x[pos] > 0 && map[y[pos]][x[pos] - 1] == 1)

enqueue(x[pos] - 1, y[pos], l[pos] + 1);

// 오른쪽로 갈 수 있다면, 오른쪽 지점의 좌표 정보와 길이를 큐에 삽입한다

if (x[pos] < n - 1 && map[y[pos]][x[pos] + 1] == 1)

enqueue(x[pos] + 1, y[pos], l[pos] + 1);

// 큐의 다음 순서의 지점을 방문한다

pos++;

}

// cnt가 pos보다 크다면, 도착 지점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위의 반복문은 도착점에 도착하게 되면 루프를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 길이를 삽입하는 큐의 마지막 요소가 최단 경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알고리즘 설명

BFS(너비우선탐색) 알고리즘 앞에 코드는 최단경로 길이만을 구하는 코드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로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

기본에서 약간 응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아래쪽

표를 보면 위에 코드에서 저장된 Queue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깊이가 4인 경우를 살펴보면 (x,y)가

(2,1)과 (3,0) 중에서 어느 것이 최단경로의 좌표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

해결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도착점좌표(5,5)

에서 깊이 (L배열 )를 검색한 . 도착점 깊이부터

시작하여 [깊이 값-1] 인 점의 좌표들 중에서 도착점에

인접한 곳의 좌표를 선택하고 큐에 저장된 나머지

좌표들은 무시하면 최단경로 될 것이라 생각했다.

과정 코드는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설명

BFS(너비우선탐색) 알고리즘

저장된 큐를 가지고 예를들면 도착점(5,5) 에서 깊이가 13이다. 그러면

깊이가 12인 지점으로 이동하면 (2,5), (4,5)가 나오게 된다. 바로 전 좌표에서

인접한 좌표가 아니면 그 깊이의 좌표는 다른 경로의 좌표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4,5)를 선택하게 된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래는 큐에 x,y,l말고 xx, yy를 할당해 거쳐왔던 곳의 좌표를 얻으려고

했으나잘 안되서 위의방법으로수정하였다.

temp = l[cnt - 1];      // 도착점 까지 최단경로 길이

Tempx = x[cnt – 1];    // 도착지점 x좌표 (420)

Tempy = y[춧 – 1];   // 도착지점 y좌표 (640)

while (temp--){

for (i = cnt - 2; i > 0; i--){

if (l[i] == temp){

if (x[i] == tempx && y[i] == tempy - 1){

tempy -= 1;

map[y[i]][x[i]] = 1;

}           

if (x[i] == tempx && y[i] == tempy + 1){

tempy += 1;

map[y[i]][x[i]] = 1;

}

if (x[i] == tempx - 1 && y[i] == tempy){

tempx -= 1;

map[y[i]][x[i]] = 1;

}

if (x[i] == tempx + 1 && y[i] == tempy){

tempx += 1;

map[y[i]][x[i]] = 1;

}

}

}

cnt -= 1;

}

//cnt는 총 큐의 배열크기 index값이다. 

// 도착지점거리 l[i] 에서 한 칸씩 빼면서 인접한

x,y 좌표를 검색한다.  검색방법은 8-Neighbor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조건에 맞으면 이미지

버퍼배열에 흰색을 저장한다. 



알고리즘 설명

BFS(너비우선탐색) 알고리즘과노이즈제거

위에 고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과영상을

뽑았더니 전체적으로 잘 나왔으나 원하지 않는

경로도 출력이 되었다.

또한 혹시나 모를 Dot픽셀의 노이즈 값도 있을

수 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라벨링을 통해 제일

긴 라벨링이 아니면 지워버리는 것을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 하였다.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은 오른쪽과 같다.



결과영상



고찰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결과영상을 뽑는 시간이다. 미로 영상 경로를 찾는데 버튼을 누르고 약 50초가량 지난 후

결과 값을 뽑게 된다. 너무 오래 걸려서 Debug기능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도착점 까지의 최단경로 깊이 값은

temp에 저장하였으며 temp값은 3754이고 BFS알고리즘을 통하여 큐에 저장된 배열의 INDEX값은 cnt2에

저장하였는데 값이 4,978,212이다.

도착점에서부터 깊이 값을 통하여 큐에 저장된 배열의 x, y 좌표 값을 얻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while (temp--)   // temp = 3754

for (i = cnt2 - 2; i > 0; i--)     // cnt2 = 4,978,212

위의 루프는 temp * cnt2 값만큼 돌게 되는데 이 값은 약 200만 번의 루프를 돌아야 한다. 그래서 for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색 했던 큐는 건너 뛰기 위해서 cnt2값을 한번 돌면 1씩 줄여주는 과정을 통해 연산량을 약 20%가량 줄였다. 

전체적인 시간은 10초가량 줄였지만 그래도 40초가량 지나야 경로를 내보내는 방법은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