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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학습 내용학습 내용

 함수를 사용한 그리기 함수를 사용한 그리기

 키보드 입력 키보드 입력
• 키보드 입력 이벤트

 마우스 입력
• 마우스 입력 이벤트마우스 입력 이벤트

 입력과 상호작용하여 물체의 이동 입력과 상호작용하여 물체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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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함수를 사용한 그리기: 눈사람 예함수를 사용한 그리기  눈사람 예

 같은 물체를 스크린에 다른 위치에 표시 같은 물체를 스크린에 다른 위치에 표시
• x, y 좌표를 인수로 받는 함수 작성

 눈사람 그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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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눈사람 코드

import pygame

# 특정 위치에 눈사람을 그리는 함수

( )
눈사람 드

def draw_snowman(screen,x,y):

pygame.draw.ellipse(screen,white,[35+x,0+y,25,25])

pygame.draw.ellipse(screen,white,[23+x,20+y,50,50])

pygame draw ellipse(screen white [0+x 65+y 100 100])

while done==False:

# 초당 10 프레임 화면 표시
pygame.draw.ellipse(screen,white,[0+x,65+y,100,100])

pygame.init()

clock.tick(10)

for event in pygame.event.get(): 

if t t QUIT:
black = [ 0, 0, 0]

white = [255,255,255]

blue = [ 0, 0,255]

[ 0 2 0]

if event.type == pygame.QUIT: 

done=True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green = [ 0,255, 0]

red = [255, 0, 0]

pi=3 141592653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screen.fill(black)

# 왼쪽 위 눈사람
pi 3.141592653

# 윈도우 설정

size=[400,500]

draw_snowman(screen,10,10)    

# 오른쪽 위 눈사람

draw_snowman(screen,300,10)    

# 왼쪽 아래 눈사람
screen=pygame.display.set_mode(size)

pygame.display.set_caption("눈사람")

# 사용자 종료 클릭 하기 전까지 루프 수행

# 왼쪽 아래 눈사람

draw_snowman(screen,10,300)

# 디스플레이 갱신 및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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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종료 클릭 하기 전까지 루프 수행

done=False

clock = pygame.time.Clock()

# 디스플레이 갱신 및 화면 표시

pygame.display.flip()

pygame.quit ()



GUI 설계기법

스틱 맨 (Stick Man) 그리기: 고정 위치 그리기스틱 맨 (Stick Man) 그리기  고정 위치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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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스틱맨 그리기: 함수화스틱맨 그리기  함수화

 x,y 위치에 무관하게 고정
된 위치에 표시된 위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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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스틱맨 그리기: 지정 위치 그리기 (1)스틱맨 그리기  지정 위치 그리기 (1)

 지정된 x,y 좌표에서 100픽셀
떨어진 위치에 그림

d ti k fi ( 0 0)• draw_stick_figure(scree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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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스틱맨 그리기: 지정 위치 그리기 (2)스틱맨 그리기  지정 위치 그리기 (2)

 코드의 최소 x y 값을 빼줌 코드의 최소 x, y 값을 빼줌
• 최소 x 값: 95

• 최소 y 값: 83y

함수와 파이게임 입력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8



GUI 설계기법

스틱맨 그리기 코드 (1)스틱맨 그리기 드 (1)

import pygame

black    = (   0,   0,   0)

white    = ( 255, 255, 255)

green = ( 0 255 0)green     (   0, 255,   0)

red      = ( 255,   0,   0)

def draw_stick_figure(screen,x,y):

# 머리

pygame.draw.ellipse(screen,black,[1+x,y,10,10],0)

# 다리

d li ( bl k [5+ 17+ ] [10+ 27+ ] 2)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10+x,27+y],2)

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x,27+y],2)

# 몸

pygame.draw.line(screen,red,[5+x,17+y],[5+x,7+y],2)pygame.draw.line(screen,red,[5 x,17 y],[5 x,7 y],2)

# 팔

pygame.draw.line(screen,red,[5+x,7+y],[9+x,17+y],2)

pygame.draw.line(screen,red,[5+x,7+y],[1+x,17+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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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game.init()

GUI 설계기법

스틱맨 그리기 코드 (2)스틱맨 그리기 드 (2)

# 윈도우 설정

i [700 500]

# 디스플레이 갱신 및 화면 표시

di l fli ()size=[700,500]

screen=pygame.display.set_mode(size)

pygame.display.set_caption("스틱맨")

pygame.display.flip()

# 초당 20 프레임 화면 표시

clock tick(20)

# 사용자 종료 클릭 하기 전까지 루프 수행

done=False

clock=pygame.time.Clock()

clock.tick(20)

pygame.quit ()

while done==False:

for event in pygame.event.get(): 

if t t QUIT:if event.type == pygame.QUIT: 

done=True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screen.fill(white)

draw_stick_figure(scree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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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_stick_figure(screen,150,150)

draw_stick_figure(screen,300,200)



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함수와 파이게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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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마우스 입력마우스 입력

 마우스 커서 위치에 물체 그리기 마우스 커서 위치에 물체 그리기

 마우스 커서 위치 읽기
• pygame mouse get pos(): return (x y)pygame.mouse.get_pos(): return (x, y)

• 예
pos = pygame.mouse.get_pos()

 스틱맨을 마우스 위치에 그릴 때 마우스 커서가 그림을 가리
는 것을 방지

마우스 커서 숨김 마우스 커서 숨김
• pygame.mouse.set_visible(bool): return bool

• 인수가 참이면 커서 보이고 거짓이면 숨김

함수와 파이게임 입력

인수가 참이면 커서 보이고, 거짓이면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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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스틱맨 코드: 마우스 입력 (1)스틱맨 드  마우스 입력 (1)

import pygame

black    = (   0,   0,   0)

white    = ( 255, 255, 255)

green = ( 0 255 0)green     (   0, 255,   0)

red      = ( 255,   0,   0)

def draw_stick_figure(screen,x,y):

# 머리

pygame.draw.ellipse(screen,black,[1+x,y,10,10],0)

# 다리

d li ( bl k [5+ 17+ ] [10+ 27+ ] 2)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10+x,27+y],2) 

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x,27+y],2)

# 몸

pygame.draw.line(screen,red,[5+x,17+y],[5+x,7+y],2)pygame.draw.line(screen,red,[5 x,17 y],[5 x,7 y],2)

# 팔

pygame.draw.line(screen,red,[5+x,7+y],[9+x,17+y],2)    

pygame.draw.line(screen,red,[5+x,7+y],[1+x,17+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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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game.init()

GUI 설계기법

스틱맨 코드: 마우스 입력 (2)스틱맨 드  마우스 입력 (2)

# 윈도우 설정

i [700 500] # 마우스 위치에 함수 호출size=[700,500]

screen=pygame.display.set_mode(size)

pygame.display.set_caption("마우스 이동")

# 마우스 위치에 함수 호출

pos = pygame.mouse.get_pos()

x=pos[0]

y=pos[1]

# 사용자 종료 클릭 하기 전까지 루프 수행

done=False

clock=pygame.time.Clock()

y pos[1]

draw_stick_figure(screen,x,y) 

# 마우스 커서 숨김

pygame.mouse.set_visible(0)

# 디스플레이 갱신 및 화면 표시

pygame.display.flip()

# 초당 20 프레임 화면 표시

while done==False:

for event in pygame.event.get(): 

if event.type == pygame.QUIT:

# 초당 20 프레임 화면 표시

clock.tick(20)

pygame.quit ()if event.type  pygame.QUIT  

done=True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pygame.q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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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fill(white)



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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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키보드 입력키보드 입력

 키보드 입력으로 물체 이동 키보드 입력으로 물체 이동
• x, y 값을 초기화

• 화살표 키를 누르면(keydown) 프레임 속도(픽셀/프레임) 값 증가( y ) ( )

• 화살표 키를 풀면(keyup)  프레임 속도 값 리셋

• 속도 값에 따라 각 프레임의 x, y 값을 조정

 키보드 이벤트 유형(event.type)
KEYDOWN KEYUP• pygame.KEYDOWN, pygame.KEYUP

 화살표 키보드 종류 (event.key)
• pygame K LEFT pygame K RIGHT• pygame.K_LEFT, pygame.K_RIGHT

• pygame.K_DOWN, pygame.K_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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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스틱맨 코드: 키보드 입력 (1)스틱맨 드  키보드 입력 (1)

import pygame # 윈도우 설정

i [700 500]

black    = (   0,   0,   0)

white    = ( 255, 255, 255)

green = ( 0 255 0)

size=[700,500]

screen=pygame.display.set_mode(size)

pygame.display.set_caption(“키보드 이동")

green     (   0, 255,   0)

red      = ( 255,   0,   0)

def draw_stick_figure(screen,x,y):

# 프레임 당 속도(픽셀/프레임)

x_speed=0

y_speed=0

# 머리

pygame.draw.ellipse(screen,black,[1+x,y,10,10],0)

# 다리

d li ( bl k [5+ 17+ ] [10+ 27+ ] 2)

# 현재 위치

x_coord=10

d 10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10+x,27+y],2) 

pygame.draw.line(screen,black,[5+x,17+y],[x,27+y],2)

# 몸

pygame.draw.line(screen,red,[5+x,17+y],[5+x,7+y],2)

y_coord=10

# 사용자 종료 클릭 하기 전까지 루프 수행

done=Falsepygame.draw.line(screen,red,[5 x,17 y],[5 x,7 y],2)

# 팔

pygame.draw.line(screen,red,[5+x,7+y],[9+x,17+y],2)    

pygame.draw.line(screen,red,[5+x,7+y],[1+x,17+y],2) 

done False

clock=pygame.time.Clock()

while don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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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game.init()

for event in pygame.event.get(): 

if event.type == pygame.QUIT: 

done=True 

GUI 설계기법

스틱맨 코드: 키보드 입력 (2)스틱맨 드  키보드 입력 (2)

# 사용자가 키보드 누르면 if event.key == pygame.K_UP:

if event.type == pygame.KEYDOWN:

# 화살표 키이면 프레임 속도 조절

if event.key == pygame.K_LEFT:

d 3

y_speed=0

if event.key == pygame.K_DOWN:

y_speed=0

x_speed=-3

if event.key == pygame.K_RIGHT:

x_speed=3

if event key == pygame K UP:

# 스크린 클리어 및 배경색 설정

screen.fill(white)

if event.key  pygame.K_UP:

y_speed=-3

if event.key == pygame.K_DOWN:

y_speed=3

# 속도 값에 따라 물체 이동

x_coord=x_coord+x_speed

y_coord=y_coord+y_speed

# 사용자가 키보드를 풀면

if event.type == pygame.KEYUP:

# 화살표 키이면 속도 리셋

draw_stick_figure(screen,x_coord,y_coord)    

# 디스플레이 갱신 및 화면 표시

pygame display flip()# 화살표 키이면 속도 리셋

if event.key == pygame.K_LEFT:

x_speed=0

if event key == pygame K RIGHT:

pygame.display.flip()

# 초당 20 프레임 화면 표시

clock.tic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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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vent.key  pygame.K_RIGHT:

x_speed=0
pygame.quit ()



GUI 설계기법

과제과제

1 앞에서 소개된 마우스/키보드 입력의 스틱맨 프로그램을1. 앞에서 소개된 마우스/키보드 입력의 스틱맨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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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소스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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