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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iano Guide Program Using Kinect’는 피아노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피아노 교육용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키보드나, 화면 속 

가상의 피아노 건반만을 이용하는 등 인터페이스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피아노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Xbox의 Kinect와 beam projector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다음에 눌러야 할 실제 건반을 표시해주거나 제대로 누르지 못한 건반을 붉

은 색으로 표시해주는 등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피

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쉽고 재미있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하여 더 효율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사용자가 난이도에 따라 원하는 곡

을 선택할 수 있고, 연주를 하는 도중 원하는 구간을 반복하여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

다. 그리고 연주 도중 일시 정지를 하거나 다른 곡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연습할 수

도 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사용자가 연주한 곡의 정확도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된다. 이

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여 실력향상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곡을 선택하거나 연주 도중 곡을 다시 시작, 재 선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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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사

용자에게 쉽고 재미있는 피아노 교육을 제공하는 Piano Guide Program 개발을 목표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존 피아노 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 

Kinect와 Beam Projector, touch screen을 이용하여 피아노와 사람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피아노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였다. 

 

2.2.2  현대인들의 잘못된 여가시간 소비 

현대인들은 매우 빠르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현대인들의 여가 시간은 

운동이나 독서, 악기연주와 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대부분 TV시청 이나 

웹 서핑, 게임 등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낭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

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배우지 악기

를 못하고 있다. Piano Guide Program using Kinect를 통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

결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중 악기연주는 3번째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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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젝트 연구/개발 내용 

2.3.1  Kinect 

Kinect는 Microsoft사가 발매하고 있는 Xbox용의 Controller이다. 게임 Controller뿐 아

니라 USB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PC와의 접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Kinect는 인간의 

움직임, 거리, 골격 인식이 가능하며, 인식범위 내에 있는 물체들에 대한 깊이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피아노 건반의 눌림을 인식하는 기능을 연구/

개발한다. 

 

 Kinect 작동 과정 

1. OpenNI 를 이용하여 Kinect 와 Unity3D 를 연결 

2. Kinect 를 통해 Input 값에 대한 Depth 정보를 확인 후 Output 값 도출 

3. Output 값을 Unity3D 로 전달 

 

 
Kinect 를 통한 Depth 이미지 

 

 

2.3.2  OpenNI 

OpenNI(Open Natural Interaction)는 Kinect를 개발하고 있는 Prime Sense사를 중심으

로 개발하고 있는 API가 집합된 SDK이다. 이 프로젝트에선 Kinect Plugin으로 사용된다. 

OpenNI이외에도 Microsoft가 지원하는 SDK도 있지만, Unity3D와 Kinect가 연동된 예시

들 중 OpenNI를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지원했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을 확인하여 

OpenNI를 선택했다. 

  

2.3.3  Unity 3D 

Unity 3D는 독립 개발자가 멀티 플랫폼용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2D 및 3D 

게임 엔진이다. 게임 엔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게임 이외에도 앱,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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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의학,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발 플랫폼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악보를 생성하여, 악보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자가 올

바른 건반을 눌렀는지 악보와 함께 화면에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악보는 midi파일을 

midi Parsing Plugin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누른 건반에 대한 정보는 Kinect Plugin으로부

터 받아와 악보에 흐름과 맞는 건반을 눌렀는지 검사한다. 눌러야 할 건반에 대한 정보

는 Beam Projector를 통해 건반 위에 색깔로 출력이 된다. 이 모든 기능은 Unity3D에서 

개발하게 된다. 

 

 MIDI File Parsing 과정 

1. Unity 3D 에서 특정 Directory 내부에 있는 midi file 들을 불러옴 

2. 선택된 midi 파일을 Plugin 을 통해 Parsing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음 

3.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Unity 3D 통해 화면에 악보를 표현 

 

 Beam projector 작동 과정 

1. Unity 3D 로부터 건반 위에 표시해야 할 위치와 색이 포함된 영상을 얻음 

2. 이 영상을 피아노 건반 위에 맞춰 출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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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오늘날 현대인들은 빠르고 바쁜 삶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 가지 제약 

들로 인해 여가시간을 원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보다는 TV 시청이나 게임 

등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낭비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악기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많은 제약들 때문에 배우기를 포기한다.   

본 프로젝트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전문가 

에게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피아노를 혼자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힘들고 지친 삶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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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운영체제 

- Windows 7 64bit 

 Unity 3D  

- 게임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듈과 IDE, Asserts Server 등 전제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이다. 

- Basic language  : C# 

 Plugin 

- OpenNI, NITE, zigfu, CSharpSynth 

 

3.1.2  하드웨어 

  Microsoft Kinect 

- Kinect 는 카메라를 통해 Depth 값을 가져올 수 있다.  

  Beam Projector  

- 사용자가 누르거나 눌러야 할 건반에 대한 정보를 Projector 가 건반에 직접 

표시를 해준다. 

  Touch Screen  

-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별도의 장비 대신 터치스크린 하나만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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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Input 

Touch Event 
터치 스크린으로부터 입력 받은 터치 

좌표를 마우스 좌표로 바꾼다. 
Program 

Depth Input Kinect 로부터 Depth 값을 받는다. Module 

장치 검사 
Kinect, Beam Projector 로부터 

입력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Class,  

그래픽 리소스 

Output 

Beam Projector 건반에 뿌릴 영상을 출력한다. Module 

Screen 터치 스크린에 영상을 출력한다. Module 

Algorithm Depth Calculate 
Kinect 로부터 받은 Depth 값을 계산하여, 

누른 건반의 정보를 얻는다. 
Class 

UI 

Title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다. 
Class,  

그래픽 리소스 

연주 연주할 때 나오는 화면이다. 
Class, 

그래픽 리소스 

곡 선택 곡을 선택할 때 나오는 화면이다. 
Class, 

그래픽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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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구조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은 위 그림과 같다. Unity3D 로 개발된 프로그램 엔진을 핵심으로 

Kinect Plugin 과 midi 파일 Plugin(midi 파일을 Parsing 하는 기능을 담당)이 붙어 

Kinect 로부터 받아오는 Depth 값과 midi 파일 input 을 처리해준다. 프로그램 엔진은 

Plugin 으로부터 정제된 데이터들을 계산하여 스크린과 Beam Projector 로 사용자가 보기 

좋게 출력해준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들은 windows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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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ardware Service 

 - Touch Screen 

사용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쉽게 메뉴를 선택하고 곡을 

연주할 수 있다.  

 

 - Beam Projector 

사용자가 Screen을 본 후 누르게 되는 실제 건반에 대해 Beam Projector를 이용한다. 

 

올바른 건반을 눌렀을 경우 –> 초록 

올바르지 못한 건반을 누르거나 누르지 않았을 경우 –> 빨강 

다름에 눌러야 할 건반 –>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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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oftware Service 

 

 - 스크린 건반  

연주하는 화면에는 사용자의 실제 건반과 같은 가상의 건반이 출력된다. 실제 건반이 눌

리면 가상의 건반 또한 눌리고, 사용자는 실제 건반과 가상의 건반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실제 건반과 악보를 번갈아 보며 비교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시선을 앞으로 응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습관에도 매우 좋

은 결과를 주게 된다. 

 

- User Interface 

 

위와 같은 Interface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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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연주 화면은 위와 같은 화면으로 출력된다. 사용자는 악보를 보며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악보에는 ‘타임바’라는 것이 있다. 이 타임바는 연주속도에 맞춰서 악보 위를 움직이는데, 

사용자는 이 타임바를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해당하는 음표의 음계를 건반으로 누르면 

된다. 타임바의 타이밍에 맞춰서 제대로 누를 경우 음표에 하이라이팅 처리가 되지만, 제

대로 누르지 못했을 경우는 빨간색으로 음표에 x표시가 그어진다. 화면에 표시된 악보 

한 줄을 모두 연주하면 검게 처리되고, 다른 줄에 있는 악보가 밝아지며 다음 연주할 악

보가 표시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는 모든 악보를 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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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Hardware 

 Kinect 

 Mobile device에서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Cross-Platform에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Mobile에서 Kinect를 제공할 때 해결 

가능하다. 

 Kinect 기기의 특성 상 기기에서부터 40cm 이상 떨어져야 영상으로부터 

Depth값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Kinect 기기의 특성으로 해결 가능한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Depth값을 인식하기 전에 

안내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Depth 값을 얻어오는데 있어서 noise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값

을 얻기 힘들다. 이 문제는 software를 통해 해결한다. 

 

3.4.2  Software 

 Unity3D 

 기본적으로 Unity3D에서는 C#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제공해주지만 

Native언어는 제공하지 않는다. C, C++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려면, Library

형태로 만들어서 Add-in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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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노승민 Leader, Merge module 

김정혁 UI, Modeling 

박선정 Depth Search Module, Connecting Kinect and Program,  

이욱중 Localization, Beam projector processing 

정다운 Unity3D MIDI Plug-in Developing 

차현준 Supply Information,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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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8 시간 = 1 MD) 

 

  

항목 예상치 (MD) 

개발환경구축 10MD 

Kinect 와 Unity3D 연동 20MD 

연동에 필요한 모듈 병합 20MD 

UI 구현 및 리소스 제작 30MD 

Displayer 구현(LCD 모니터) 25MD 

Displayer 구현(빔 프로젝트) 20MD 

MIDI Plug-in 과 Unity3D 연동 20MD 

문서작성 5MD 

합 15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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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구상 아이디어회의 

아이디어 구상        

종합 / 선정        

주제관련 자료조사        

준비 

자원수집/습득 

요구되는 자원 조사        

해당 자원 수집        

관련 지식 습득        

Unity 3D 분석         

Kinect 연동 기술연구        

프로젝터 연동 제한사항도출 및 해결        

설 계 시스템 설계        

구현 

Kinect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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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출력효과 테스트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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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일정별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그래프의 형태로 작성하여도 좋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Project Idea 수집 및 목표 결정  

 요구사항 분석 및 조사 

 Kinect 사용법 습득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계획서 발표 준비물 [ ppt, pdf ] 

3. 프로젝트 소개 동영상 

2013-03-01 2013-03-14 

설계 완료 

 Kinect 및 Beam Projector 연동 

 MIDI Plug-in 과 Unity3D 연동 

 Kinect 와 Unity3D 연동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3-10 2013-03-20 

1 차 중간 보고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곡 연주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중간 보고 발표 준비물 [ ppt, pdf ] 

2013-03-21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실제 피아노에서 프로그램 실행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중간 보고 발표 준비물 [ ppt, pdf ] 

2013-04-05 2013-05-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완성 프로그램 

2013-05-01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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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실제 Piano 와 연결하여 곡 연주 

산출물: 

1. Debugging 후 문제점 분석 및 해결 

2. 프로젝트 수정본 

2013-05-10 2013-05-19 

최종 보고서 

 Project 최종 보고 

산출물: 

1. Project 최종 보고서 

2. Project 최종 사용 설명서 

3. 최종 보고 발표 준비물 [ ppt, pdf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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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노승민 Kinect, MIDI Plug-in 2013-03-04 2013-05-28 50MD 

김정혁 UI 2013-03-04 2013-05-28 40MD 

박선정 Kinect 2013-03-04 2013-05-28 55MD 

이욱중 Beam Projector 2013-03-04 2013-05-28 20MD 

정다운 MIDI Plug-in 2013-03-04 2013-05-28 40MD 

차현준 UI 2013-03-04 2013-05-28 40MD 

총    계  24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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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공간 

개발실 KMU 2013-03-01 2013-05-28   

회의실 KMU 2013-03-01 2013-05-28  

장비 

개발용 PC 4 대  2013-03-01 2013-05-28  

서버용 PC 1 대  2013-03-01 2013-05-28  

Kinect Microsoft XBOX 2013-03-01 2013-05-28  

Beam Projector SONY 2013-03-01 2013-05-28  

(전자)피아노 CASIO 2013-03-01 2013-05-28  

도구 

Unity 3D Engine Unity3D Tech 2013-03-01 2013-05-28 v4.0 

OpenNI PrimeSence 2013-03-01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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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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