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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학습 내용학습 내용

 비트맵 이미지 그리기 비트맵 이미지 그리기

 이미지 이동 이미지 이동

 사운드 연주 사운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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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배경 이미지 그리기배경 이미지 그리기

 파일 이미지 적재 (load) 파일 이미지 적재 (load)
• pygame.image.load(filename): return Surface

• 예: background_image = pygame.image.load("saturn_family1.jpg")

• 적재된 이미지는 파이게임의 픽셀 형식으로 변환 되어야 함

• Surface.convert(): return Surface

– 예예
background_image=pygame.image.load("saturn_family1.jpg").convert()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 Surface.blit(source, dest, area=None, special_flags = 0): return Rect

• source Surface 를 현재 Surface의 dest 위치에 그리기• source Surface 를 현재 Surface의 dest 위치에 그리기

• 예
screen = pygame.display.set_mode([800, 600])
background image=pygame image load("saturn family1 jpg")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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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_image=pygame.image.load( saturn_family1.jpg ).convert()
screen.blit(background_image,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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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배경 이미지 그리기 코드 (1)배경 이미지 그리기 드 (1)

import pygame

white=[255,255,255]

black=[0,0,0]

pygame.init()

# 윈도우 설정# 윈도우 설정

screen = pygame.display.set_mode([800, 600])

pygame.display.set_caption('배경 이미지')

# 배경 이미지의 Surface 생성 및 배경색 설정

background = pygame.Surface(screen.get_size())

background.fill(black)

# 배경 이미지의 스크린 적재 위치# 배경 이미지의 스크린 적재 위치

background_position=[0,0]

# 이미지 적재

background image = pygame image load("saturn family1 jpg")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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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_image  pygame.image.load( saturn_family1.jpg ).convert()



GUI 설계기법

배경 이미지 그리기 코드 (1)배경 이미지 그리기 드 (1)

clock = pygame.time.Clock()

done = False

while done==False:

( )clock.tick(10)

for event in pygame.event.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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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True

# 배경 이미지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screen.blit(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

pygame.display.flip()

pygame.q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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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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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이미지의 이동이미지의 이동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 이동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 이동
• 마우스 위치를 blit() 메소드의 위치 인수로 전달

 예 예
player_image = pygame.image.load("player.png").convert()

# 현재 마우스 위치 읽기

()player_position = pygame.mouse.get_pos()

x=player_position[0]

y=player_position[1]  y p y _p [ ]

# 마우스 위치에 이미지 그리기

screen.blit(player_image,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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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투명한 색 (Transparent Color)투명한 색 (Transparent Color)

 앞의 예에서 배경이 흰색으로 가려짐 앞의 예에서 배경이 흰색으로 가려짐
• X 표시만 남고 흰색은 투명으로 처리

• Surface.set_colorkey(Color, flags=0): return Noney( , g )

• Surfae의 Color 색을 투명으로 처리

• 예: player_image.set_colorke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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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이미지 이동 코드 (1)이미지 이동 드 (1)

import pygame

white=[255,255,255]

black=[0,0,0]

pygame.init()

# 윈도우 설정# 윈도우 설정

screen = pygame.display.set_mode([800, 600])

pygame.display.set_caption('이미지 이동')

# 배경 이미지의 Surface 생성 및 배경색 설정

background = pygame.Surface(screen.get_size())

background.fill(black)

# 배경 이미지의 스크린 적재 위치

background_position=[0,0]

# 이미지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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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적재

background_image = pygame.image.load("saturn_family1.jpg").convert()

player_image = pygame.image.load("player.png").convert()

GUI 설계기법

이미지 이동 코드 (2)이미지 이동 드 (2)

# 색의 투명화

player_image.set_colorkey(white)

clock = pygame.time.Clock()

# 마우스 위치에 이미지 그리기

screen.blit(player_image, [x,y])

()done = False

while done==False:

clock tick(10)

pygame.display.flip()

pygame.quit ()

clock.tick(10)

for event in pygame.event.get():

if event.type == pygame.QUIT:

done=True

# 배경 이미지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bli (b k d i b k d i i )screen.blit(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

# 현재 마우스 위치 읽기

player position = pygame mouse get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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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_position  pygame.mouse.get_pos()

x=player_position[0]

y=player_position[1]



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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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사운드 연주사운드 연주

 마우스 클릭 시 “클릭 소리” 연주 마우스 클릭 시 클릭 소리  연주

 Sound 객체 생성
• pygame mixer Sound(filename): return Soundpygame.mixer.Sound(filename): return Sound

 Sound 연주
• Sound.play(loops=0, maxtime=0, fade ms=0): return ChannelSound.play(loops 0, maxtime 0, fade_ms 0) return Channel

 예
# 사운드 객체 생성

click_sound = pygame.mixer.Sound("click.wav") 

if MOUS U ON OWNif event.type == pygame.MOUSEBUTTONDOWN:

click_sound.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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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이미지 코드: 클릭 사운드 (1)이미지 드  클릭 사운드 (1)

import pygame # 이미지 적재

b k d i

white=[255,255,255]

black=[0,0,0]

background_image = 
pygame.image.load("saturn_family1.jpg").convert()

player_image = 
pygame.image.load("player.png").convert()

pygame.init()

# 윈도우 설정

# 색의 투명화

player_image.set_colorkey(white)

l k ti Cl k()screen = pygame.display.set_mode([800, 600])

pygame.display.set_caption('배경 이미지')

# 배경 이미지의 S f 생성 및 배경색 설정

clock = pygame.time.Clock()

done = False

while done==False:# 배경 이미지의 Surface 생성 및 배경색 설정

background = 
pygame.Surface(screen.get_size())

background.fill(black)

while done False

clock.tick(10)

for event in pygame.event.get():

# 사운드 객체 생성

click_sound = pygame.mixer.Sound("click.wav")

if event.type == pygame.QUIT:

done=True

if event.type == pygame.MOUSEBUTTONDOWN:

click soun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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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이미지의 스크린 적재 위치

background_position=[0,0]

click_sound.play() 

GUI 설계기법

이미지 코드: 클릭 사운드 (2)이미지 드  클릭 사운드 (2)

# 배경 이미지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screen.blit(background_image, background_position)

# 현재 마우스 위치 읽기

player_position = pygame.mouse.get_pos()

x=player_position[0]

y=player_position[1]

# 마우스 위치에 이미지 그리기

bli ( l i [ ])screen.blit(player_image, [x,y])

pygame.display.flip()

pygame.q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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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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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설계기법

과제과제

1 앞에서 소개된 클릭 사운드 이미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1. 앞에서 소개된 클릭 사운드 이미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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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소스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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