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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와키보드이벤트처리
• 터틀그래픽에서마우스와키보드이벤트를이용하여간략한도형
이나그림을그릴수있음

• 마우스와키보드이벤트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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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와키보드이벤트를이용한그림그리기
• 좌표의활용 : 마우스클릭이나드래그이벤트발생좌표

• 그림을그리는기능의변경 : 키보드이벤트

• 펜을올린상태에서는도형이그려지지않고좌표만변경됨

• 자유형태의선그리기
• t.ondrag() 함수를 이용한 마우스 드래그 동작 중에 가능

• 터틀 모양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마우스를 클릭하여

드래그 해야 자유로운 형태의 선이 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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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와키보드를이용한그림그리기
[문제] 마우스를이용하여삼각형, 사각형, 원형, 자유로운곡선을그려보자. 선의두께, 그
리는형태, 펜올리기와펜내리기등의동작은키보드를이용하여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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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1)
• 마우스의드래그동작을이용하여선, 삼각형, 원형, 자유로운곡선을그림

• 마우스왼쪽버튼클릭은그리기동작설정

• 마우스오른쪽버튼클릭은좌표의이동동작설정

• 키보드를이용하여선의두께조정, 그리는형태변경, 펜올리기와펜내리기등동작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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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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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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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1)
• 문제분석에서의함수, 입력, 출력에대한알고리즘을자연어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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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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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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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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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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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1)
• 알고리즘설계를이용하여파이썬프로그램을코딩

import turtle as t

draw_action = 1
oldx = 0
oldy = 0

def new_clear():
global draw_action
global oldx
global oldy
t.clear()
t.pensize(1)
t.pendown()
draw_action = 1
oldx = 0
oldy = 0

def draw(x, y):
global oldx
global oldy
if draw_action == 1:    # 선그리기

t.goto(x, y)
oldx = x
oldy = y

elif draw_action == 2:  # 삼각형그리기
t.goto(x, oldy)
t.goto((x+oldx)//2, y)
t.goto(oldx, oldy)

elif draw_action == 3:  # 사각형그리기
t.goto(x, oldy)
t.goto(x, y)
t.goto(oldx, y)
t.goto(oldx, oldy)

elif draw_action == 4:  # 원형그리기
t.circle(-((x-oldx)//2))    # 클릭한방향으로원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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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2)

def drag(x, y):
if draw_action == 1:

draw(x, y)

def move(x, y):
global oldx
global oldy
penstatus = t.isdown()  
t.penup()
t.goto(x, y)
if penstatus == True:

t.pendown()
oldx = x
oldy = y

def key_l():
global draw_action
draw_action = 1

def key_t():
global draw_action
draw_action = 2

def key_r():
global draw_action
draw_action = 3

def key_c():
global draw_action
draw_action = 4

def key_n():
new_clear()

def key_u():
t.penup()

def key_d():
t.pendown()

def key_1():
t.pensize(1)

def key_3():
t.pensize(3)

def key_5():
t.pensize(5)



IIRC 15 2019

3. 코딩 (3)

t.setup(600, 600)
s = t.Screen()
t.shapesize(2)
t.speed(0)
t.left(90)
new_clear()

t.ondrag(drag)
s.onkey(key_l, "l")     # L키 => 선그리기
s.onkey(key_t, "t")     # t키 => 삼각형그리기
s.onkey(key_r, "r")     # r키 => 사각형그리기
s.onkey(key_c, "c")     # c키 => 원형그리기
s.onkey(key_n, "n")     # n키 => 모두지우기
s.onkey(key_u, "u")     # u키 => 펜올리기
s.onkey(key_d, "d")     # d키 => 펜내리기
s.onkey(key_1, "1")     # 1키 => 선두께 : 1
s.onkey(key_3, "3")     # 3키 => 선두께 : 3
s.onkey(key_5, "5")     # 5키 => 선두께 : 5
s.onscreenclick(draw, 1)    # 마우스왼쪽버튼 => 그리기
s.onscreenclick(move, 3)    # 마우스오른쪽버튼 => 좌표이동하기
s.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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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1)
• 실행을하여데이터입력에대한예상결과가나타나는지결과확인

• 동작상태를확인하고, 오류가발생하는지확인하여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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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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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제곱연산자 (**)
• xy와같이거듭제곱계산을위한연산자

• 정수형과실수형모두에대해연산가능

• 다른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등보다연산자우선순
위가더높음

ia = 2
fa = 2.0
ib = 3
fb = 3.0
print(ia**ib, ia**fb, fa**ib, fa**fb)
print(ia**(ib/ia))
print(ia**ib/ia)

for i in range(9):
print("2**%d=%d"%(i,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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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ound모듈
• 윈도우플랫폼을이용하여 wav 소리파일을재생하거나, 레지스트리에등록된소리를재
생하거나, 주파수를이용한소리를발생시키는모듈

• PlaySound(sound, flags) 함수
• wav 소리파일재생

• 파일명, 시스템사운드별칭을인수로제공받아해당파일이나시스템사운드별칭소리재생

• MessageBeep(type=MB_OK) 함수
• 레지스트리에등록된소리재생

• type 인수로MB_OK, MB_ICONASTERISK 등을지정하여소리재생

• Beep(frequency, duration) 함수
• 37 Hz부터 32,767 Hz까지의주파수범위에해당하는소리발생

• frequency 인수에주파수값을지정, duration 인수에소리발생의지속시간(밀리초)지정

• winsound 모듈에대한추가사항
import winsound
c4 = 262
winsound.Beep(c4, 300)
winsound.MessageBeep(winsound.MB_ICONHAND)

https://docs.python.org/3.6/
library/winso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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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브및음계별표준주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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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라)음의표준주파수

• A4(라)음의표준주파수

• 피아노 88 건반의 49번째음계인 A4(라)음의표준주파수 : 440 Hz

• A4(라)음을기준으로한주파수변환

• 1 옥타브증가할때마다주파수는 2배가됨

• 1 옥타브감소할때마다주파수는 1/2배가됨

• (예) A4(라)에서

1 옥타브증가한 A5(라)의주파수는 880 Hz 

1 옥타브감소한 A3(라)의주파수는 220 Hz



IIRC 22 2019

각음계간주파수계산식/주파수
• A4 음의주파수 440Hz를기준으로 3옥타브 A3음부터

5옥타브 G5#음까지의각음계간주파수계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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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음계별주파수계산
• 표의계산식을참고하여 0옥타브 A0음부터 8옥타브 G8#음까지의각음계별주파수계산

a4base = 440
for i in range(9):

abase = a4base/2**(4-i)
for j in range(12):

freq = round(abase*2**(j/12))
print(freq, end=" ")

print("")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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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와주파수를이용한피아노음연주하기
[문제] 4 옥타브 C4 음계부터 5 옥타브 D5 음계까지의음을 1~9의키보드를통해연주해보자. 
4 옥타브 C4 음계부터 5 옥타브 D5 음계까지의음은음계별표준주파수를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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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 1 ~ 9 번키보드이벤트를이용

• 4 옥타브 C4 음계부터 5 옥타브 D5 음계까지의음을연주

• 음계별표준주파수인 4 옥타브 C4의주파수 262 Hz 부터 5 옥타브 D5의주파수 587 까지
미리선언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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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 문제분석에서의함수, 입력, 출력에대한알고리즘을자연어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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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 알고리즘설계를이용하여파이썬프로그램을코딩

t.setup(600,600)
s=t.Screen()

s.onkey(key_1, "1")
s.onkey(key_2, "2")
s.onkey(key_3, "3")
s.onkey(key_4, "4")
s.onkey(key_5, "5")
s.onkey(key_6, "6")
s.onkey(key_7, "7")
s.onkey(key_8, "8")
s.onkey(key_9, "9")
s.listen()

import turtle as t
from winsound import Beep

freq = {"c4":262, "d4":294, "e4":330, 
"f4":349, "g4":392, "a4":440, "b4":494, 
"c5":523, "d5":587}

def play_freq(n):
Beep(freq[n], 300)

def key_1():
play_freq("c4")

def key_2():
play_freq("d4")

def key_3():
play_freq("e4")

def key_4():
play_freq("f4")

def key_5():
play_freq("g4")

def key_6():
play_freq("a4")

def key_7():
play_freq("b4")

def key_8():
play_freq("c5")

def key_9():
play_freq("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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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 실행을하여데이터입력에대한예상결과가나타나는지결과확인

• 동작상태를확인하고, 오류가발생하는지확인하여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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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주

from winsound import Beep
import time

freq = [0, 262, 294, 330, 349, 392, 440, 494, 523, 587]
dddong_note = [5, 5, 6, 6, 5, 5, 3, 5, 5, 3, 3, 2, 0, 5, 5, 6, 6, 5, 5, 3, 5, 3, 2, 3, 1, 0]
dddong_beat =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1, 1, 1, 1, 2, 1, 1, 1, 1, 3, 1]

for i in range(len(dddong_note)):
if dddong_note[i] != 0:

Beep(freq[dddong_note[i]], int(dddong_beat[i]*500))
else:

time.sleep((dddong_beat[i]*500)/1000)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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