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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개 

Piano Guide Program using Kinect 

 Kinect를 이용한 피아노 교육용 프로그램 

 

 사용자는 Kinect,  

                Touch Screen 

                빔 프로젝터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사용 대상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사람 

 이전에 피아노를 접했던 사람 

 

< 현재 학습 중인 모습 > 



프로젝트 가치  

시간적, 공간적 제약 X 

 ; 가르쳐 줄 지도자와 레슨 시간을 맞추거나,  

   학원을 찾아갈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한 간단히 조작 가능 

 

눌러야 할 건반을 빔 프로젝터를 통해 직접 표시 

   ; 초보자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곡을 선택한 후,       
피아노를 연주하면, 프로그램이 Kinect를 통해 실시간
으로 사용자가 누른 건반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음.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건반 정보와 악보 정보가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 주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통해 가이드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피아노건반 

키넥트 빔 프로젝터 
학습자 

눌러야 할 건반 눌린 건반 

스크린 



사용한 기술 

Kinect 

• Depth Search가 가능 

• 각 건반의 Depth값을 추적하고, 어느 건반을 눌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특징점 

피아노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 

 

연주하고 싶은 곡의 midi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별 다른 작업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연주가 가능 

 



키넥트 

시스템 구조 

프로그램 엔진 

미디파일 

키넥트 
플러그인 

빔 프로젝터 

미디파일 
플러그인 

Depth값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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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툴 

 Unity3D 

•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 엔진으로 널리 알려진 툴이지만,          
게임 이외의 프로그램 제작에도 쓰인다. 

• 프로그램의 UI 제작부터 Kinect와 연동, Midi input과 Parsing, 
등 많은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penNI 

• Kinect SDK 

• Unity3D와 연동하여 사용한 예제들이 다수 존재(검증) 



완성 계획 

미리 입력된 악보를 
키보드 입력을 통해  

연주가 가능한 Prototype 완성 

Midi파일을 Parsing하여 
악보를 추출하는 모듈 완성 

Kinect를 통한 건반 입력  
모듈 완성 

UI 완성 

네트워크를 통한  
곡 다운로드 기능 추가 

운지법 알고리즘 
추가 

Prototype과 
모듈 통합 

완성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설 계 시스템 설계         

구현 

Kinect처리 

Depth Search 자료구조         

자료구조         

처리시스템 구축 및 
엔진과 연동         

시스템 구현 
인터페이스 구현         

리소스 제작         

외부 시스템 구현 
서버구축         

네트워크 기능 구현         

시각효과(*) 

자원제작         

LCD         

프로젝터         



역할 분담 상황 

노승민 
  Merge module 

  MIDI Plugin Developing 

김정혁 
  UI 

  Modeling 

박선정 
  Depth Search Module 

  Connecting Kinect and Program  

이욱중 
  Localization 

  Beam projector processing 

정다운   MIDI Plugin Developing 

차현준 
  UI 

  Supply Informat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