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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Tkinter를 이용한 GUI 프로그래밍



9.1  들어가기 
9.2  Tkinter 시작하기
9.3  이벤트 처리하기
9.4  위젯 클래스
9.5  캔버스

9.6  기하 관리자
9.7  사례 연구: 대출 계산기

9.8  이미지 출력하기
9.9  메뉴

9.10  팝업 메뉴

9.11  마우스, 키보드 이벤트와 바인딩
9.12  애니메이션

9.13  스크롤바

9.14  표준 다이얼로그 박스

• Tkinter는 GUI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을 학습하기 위한 훌륭한 교육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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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inter를 사용하여 간단한 GUI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9.2).
• 위젯의 command 옵션에 연결되는 콜백 함수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9.3).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레이블, 엔트리, 버튼, 체크 버튼, 라디오 버튼, 
메시지 및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9.4).

• 캔버스에 선, 사각형, 타원, 다각형 및 호와 텍스트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다(§9.5).
• 컨테이너 내부에 위젯 배치를 위해 기하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다(§9.6).
• 그리드 관리자를 사용하여 그리드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다(§9.6.1).
• 팩 관리자를 사용하여 위젯들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9.6.2).
• 위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절대 위치에 위젯을 위치시킬 수 있다(§9.6.3).
• 위젯을 그룹으로 묶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의도한 대로 배치할 수 있다(§9.7)
• 위젯 내부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9.8).
• 메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9.9).
• 팝업 메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9.10).
• 위젯의 마우스와 키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에 연결시킬 수 있다(§9.11).
• 애니메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9.12).
• 텍스트 위젯의 내용을 스크롤하기 위한 스크롤바를 생성할 수 있다(§9.13).
• 표준 다이얼로그 박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다(§9.14).

학습목표



• 간단한 예제로 Tkinter를 시작해보자

Tkinter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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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mainloop() # 이벤트 루프를 생성한다.
• 이 명령문은 이벤트 루프를 생성한다. 이벤트 루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main창을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벤트 처리하기

예

이벤트 루프를 
시작한다.

종료한다.

메인창을 
종료

이벤트를 감지하고 
처리한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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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클래스 설명

Button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 버튼

Canvas 그래프 및 도안 작성, 그래픽 에디터 생성, 및 사용자 정의 위젯을 구현하는데 사용되
는 구조화된 그래픽

Checkbutton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 값 중 하나를 선택

Entry 텍스트 입력 필드, 텍스트 필드 또는 텍스트 박스라고도 부름

Frame 다른 위젯을 수용하는 컨테이너 위젯

Label 텍스트나 이미지를 출력

Menu 풀다운 메뉴와 팝업 메뉴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메뉴 팬

Menubutton 풀다운 메뉴를 구현하는 사용되는 메뉴 버튼

Message 텍스트를 출력. 레이블 위젯과 유사하나 정해진 폭이나 비율에 자동적으로 
텍스트를 맞출 수 있음

Radiobutton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된 변수에 값을 설정하고 모든 다른 라디오 버튼과 연결
된 동일 변수값을 삭제

Text 서식화된 문자열 출력. 사용자가 다양한 스타일과 속성으로 텍스트를 수정하고 출력할 
수 있음. 또한 내장 이미지나 창을 지원 

위젯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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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색상의 이름(예를 들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
색, 보라색)을 사용하거나 #RRGGBB 문자열을 사용하여 빨강, 초록, 및 파
랑(RGB) 색상 요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RR, GG와 BB는 
각각, 빨강, 초록 및 파랑을 표현하는 16진수 값이다.

색상과 폰트

"Times 10 bold" 
"Helvetica 10 bold italic" 
"맑은 고딕 20 bold italic" 
"굴림체 20 bold italic overstrike 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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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레이블 또는 버튼의 텍스트는 중앙 정렬된다. 정렬 기준은 LEFT, 
CENTER 또는 RIGHT로 명명된 상수를 justify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구분하는 행에 행 바꿈 문자 \n을 삽입하여 여러 행의 문자열
을 출력할 수 있다.

문자열 서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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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sor 옵션에 cross(기본값), circle, cross, plus 또는 여러 다른 모양의 문
자열 값을 사용하여 마우스 커서의 스타일은 지정할 수 있다.

마우스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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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젯이름["속성이름”] = 새로운 속성값

속성 변경

btShowOrHide = Button(window, text = "Show", bg = "white")
btShowOrHide["text"] = "Hide"
btShowOrHide["bg"] = "red"
btShowOrHide["fg"] = "#AB84F9" # fg 색상을 #AB84F9로 변경한다
btShowOrHide["cursor"] = "plus" # 마우스 커서를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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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데모

Widgets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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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Canvas 위젯을 사용할 수 있다. 캔버스에 사각형, 
타원, 호, 다각형 또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create_rectangle, 
create_oval, create_arc, create_polygon 또는 create_line 메소드를 사
용한다.

캔버스

(0, 0) X 축

Y 축

(x, y)

   x

   y

Tkinter
좌표계

X 축
일반 좌표계

(0, 0)

Y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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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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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 메소드

(x1, y1)

(x2, y2)
canvas.create_rectangle(x1, y1, x2, y2)

(x1, y1)

(x2, y2)

(x1, y1)

(x2, y2)

canvas.create_oval(x1, y1, x2, y2)

canvas.create_arc(x1, y1, x2, y2, start, extent)

(x1, y1)

(x2, y2)

(x1, y1)

(x3, y3)

(x2, y2)

(x, y)

ABCDE

canvas.create_line(x1, y1, x2, y2)
canvas.create_oval(x1, y1, x2, y2, x3, y3)

canvas.create_text(x, y, text =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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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 관리자
• 팩 관리자
• 위치 관리자

• 각각의 관리자는 위젯을 배치하는 독자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컨
테이너에서 위젯 배치를 위해 여러 관리자를 혼용하는 것은 좋은 연습방법이 
아니다. 의도한 배치를 얻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하위 컨테이너로 사용할 수 있
다.

기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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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관리자

GridManager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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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관리자

PackManagerDemo2

실행

PackManagerDemo1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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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관리자

PlaceManager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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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대출 계산기

LoanCalculator

실행

버튼

레이블 엔트리
레이블 엔트리
레이블 레이블
레이블 레이블
레이블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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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버튼, 체크 버튼, 또는 라디오 버튼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hotoImage 클래스를 사용한다:

•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GIF 형식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
된 이미지 파일을 GIF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변환 유틸리티를 사용해
야 한다.

이미지 출력하기

  photo = PhotoImage(file = 이미지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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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예시

ImageDemo

실행

Image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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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inter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법을 제공
한다.

메뉴

Menu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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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메뉴

PopupMenu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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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키보드 이벤트와 바인딩

def popup(event):
    menu.post(event.x_root, event.y_root)

  위젯.bind(이벤트, 핸들러)

구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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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연산자 의미

<Bi-Motion> 마우스 버튼이 위젯 위에서 눌린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Button-i>
Button-1, Button-2와 Button-3은 왼쪽, 가운데와 오른쪽 버튼을 나타낸다. 
위젯 위에서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 Tkinter는 자동적으로 마우스 포인터
의 위치를 확보한다. ButtonPressed-i는 Button-i와 동일하다. 

<ButtonReleased-i> 마우스 버튼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Double-Button-i> 마우스 버튼이 두 번 클릭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Enter> 마우스 포인터가 위젯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Key> 키가 눌렸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Leave> 마우스 포인터가 위젯을 벗어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

<Return> Enter 키가 눌렸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 이벤트와 키보드의 A, B, 위, 아
래, 왼쪽, 오른쪽 등과 같은 어떤 키와도 결합시킬 수 있다.

<Shift+A> Shift+A 키가 눌렸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Alt, Shift 또는 Control과 다른 키
와의 조합이 가능하다.

<Triple-Button-i> 마우스 버튼이 세 번 클릭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벤트 속성

연산자 의미

char 키 이벤트에 대해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문자

keycode 키 이벤트에 대해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문자의 키 코드(즉, 유니코드)

keysym 키 이벤트에 대해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키에 대한 키의 기호(즉, 문자)
num 어떤 마우스 버튼이 클릭되었는지 나타내는 버튼 번호(1, 2, 3)

widget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위젯 객체
x, y 위젯 내부의 픽셀 단위의 현재 마우스의 위치

x_root, y_root 스크린의 좌측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픽셀 단위의 현재 마우스의 위치

32



마우스 키 이벤트 데모

MouseKeyEvent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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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어 데모

ControlCircl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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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Animation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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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어 데모

ControlAnimation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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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바

ScrollText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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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다이얼로그 박스

DialogDemo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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