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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학습 내용학습 내용

예를 통한 클래스 기초 학습예를 통한 클래스 기초 학습

클래스 정의 및 생성 (creation)클래스 정의 및 생성 (creation)

메소드 (method)

레퍼런스 (reference)레퍼런스 (reference)

생성자 (constructor)

상속 (inheritance)상속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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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간단한 클래스의 정의와 생성간단한 클래스의 정의와 생성

Address 클래스 예Address 클래스 예
• 이름(name), 집 주소(street), 시(city), 주(state), 우편번호(zip)

클래스 다이어그램

• Address 클래스 이름

• 클래스 내의 변수는 클래스 속성(attribute)
또는 필드(field)라 함

– name, line1, line2, city, state

클래스 소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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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클래스의 생성클래스의 생성

Address 클래스의 인스턴스(instance) 객체(object) 생성Address 클래스의 인스턴스(instance), 객체(object) 생성
• homeAddress , vacationHom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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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간단한 클래스 생성 코드 (1)간단한 클래스 생성 드 (1)

class Address(): # Create another address
name="" 

line1="" 

line2="" 

vacationHomeAddress=Address()

# Set the fields in the address
city="" 

state="" 

zip=""

# Set the fields in the address

vacationHomeAddress.name="John Smith"

vacationHomeAddress.line1="1122 Main 
Street"

# Create an address

homeAddress=Address()

vacationHomeAddress.line2=""

vacationHomeAddress.city="Panama City 
Beach"()

# Set the fields in the address

homeAddress.name="John Smith"

vacationHomeAddress.state="FL"

vacationHomeAddress.zip="32407“

homeAddress.name John Smith

homeAddress.line1="701 N. C Street"

homeAddress.line2="Carver Science Building"

homeAddress city="Indian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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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Address.city Indianola

homeAddress.state="IA"

homeAddress.zip="50125”

GUI 설계기법

간단한 클래스 생성 코드 (2)간단한 클래스 생성 드 (2)

# Print an address to the screen 

def printAddress(address):

print (address.name) 

# If there is a line1 in the address, print it 

if ( len(address.line1) > 0 ): 

print (address.line1) 

# If there is a line2 in the address, print it 

if ( len(address.line2) > 0 ): 

print( address.line2 ) p ( )

print( address.city+", "+address.state+" "+address.zip ) 

printAddress( homeAddress )printAddress( homeAddress ) 

print() 

printAddress( vacationHome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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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행시험주행

클래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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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메소드 (Method)메소드 (Method)

클래스는 속성 뿐만 아니라 메소드를 가짐클래스는 속성 뿐만 아니라 메소드를 가짐
•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의 함수로 속성 다음에 정의

• 메소드의 첫번째 인수는 self

• 호출 시에는 전달되지 않고,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의미

D 클래스 예Dog 클래스 예
• bark() 메소드

• myDog bark()는 다음과 같은 의미• myDog.bark()는 다음과 같은 의미

• 메소드에서 속성 참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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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클래스 예: 공을 이동Ball 클래스 예  공을 이동

파이게임을 사용하여 공을 이동하는 예파이게임을 사용하여 공을 이동하는 예
• 속성

• 공의 위치 좌표 x,y

• 공의 이동 간격 change_x, change_y

• 공의 크기 size

• 공의 색 color• 공의 색 color

• 메소드

• 공의 이동 좌표 계산 move()

• 공을 그림 draw()

파이게임 그래픽스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파이게임 그래픽스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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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클래스 코드 (1)import pygame Ball 클래스 드 (1)p pyg

import time

Import sys
def draw(self, screen):

d i l ( lf l# 색 정의 [R, G, B]

WHITE = [255, 255, 255]

RED = [255, 0, 0]

pygame.draw.circle(screen, self.color, 
[self.x, self.y], self.size ) 

# 파이게임 초기화

class Ball():

# 공의 위치 좌표

x=0

pygame.init() 

# 파이게임 윈도우 설정 (크기, 제목)

y=0

# 공의 이동 간격

change_x=0

size = [700,500]

screen = pygame.display.set_mode(size)

pygame.display.set_caption("Ball Class")

change_y=0

# 공의 크기

size=10

# 공의 색

# 공의 생성 및 속성 초기화

theBall = Ball()

theBall.x = 100
# 공의 색

color=WHITE

# 공의 이동 좌표 계산

theBall.y = 100

theBall.change_x = 2

theBall.change_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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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move(self):

self.x += self.change_x

self.y += self.change_y

theBall.color = RED



GUI 설계기법

Ball 클래스 코드 (2)Ball 클래스 드 (2)

# 공을 이동

for i in range(200):       # i=0-199 까지 반복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지정

screen.fill(WHITE)

윈도우에 공을 그림# 윈도우에 공을 그림

theBall.draw(screen)

pygame.display.update()

# 공을 이동# 공을 이동

theBall.move()

time.sleep(0.02)       # 0.02초 동안 중지

# 파이게임 이벤트 루프 실행

while True:

for event in pygame.event.get():        # 파이게임 이벤트 발생하면

if t t QUIT # 종료 이벤트 이면if event.type == pygame.QUIT:      # 종료 이벤트 이면

pygame.quit()                         # 파이게임 종료

sys.exit()                                #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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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클래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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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Refernece)레퍼런스 (Refernece)

레퍼런스(reference)레퍼런스(reference)
• 객체를 참조

• 주소(adress), 포인터(pointer), 핸들(handle)( ), (p ), ( )

• 예

• bob은 Person 객체의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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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레퍼런스 예레퍼런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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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와 레퍼런스함수와 레퍼런스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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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GUI 설계기법

생성자 (Constructor)생성자 (Constructor)

생성자 (constructor)생성자 (constructor)
• 클래스의 인스턴스(instance)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

• 객체의 데이터(속성)를 초기화하는데 사용( )

클래스 소개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6



GUI 설계기법

생성자 예생성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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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Inheritance)상속 (Inheritance)

상속 (inheritance)
• 자식 클래스(child class)가 부모 클래스(parent class)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

• 예• 예

• 부모 클래스 Person의 속성을 자식 클래스 Employee, Customer가 상속

– 즉 자식 클래스에서 name 속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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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의 상속 예메소드의 상속 예

아래 예를 실행하면 "Person created" 가 3번 출력됨아래 예를 실행하면 Person created  가 3번 출력됨
• 부모의 __init__() 메소드를 자식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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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이드(override)오버라이드(override)

오버라이드 (override)오버라이드 (override)
•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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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과제과제

1 앞에서 소개된 Ball 클래스 예를 작성하고 실행1. 앞에서 소개된 Ball 클래스 예를 작성하고 실행
• 실행 시 이동 경로 수정

2. 앞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한 임의의 프로그램 작성
• 프로그램 설명

• 프로그램 소스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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