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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f 

피아노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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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cted Piano Tuto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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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Kinect, Beam Projector만 있다면 
어떤 피아노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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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cted Piano Tutor 소개 

•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바쁜  
사회인들을 위해 제작 

 

• 여가활동으로 악기연주를 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국민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2013 By A+Clef Team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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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은 터치스크린, Kinect, 그리고 Beam Projector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건반의 위치와 
 눌림을 획득 

건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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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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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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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 Keyboard Position(more detail) 

• Draw Scroe 

• Course 

• Fingering 

•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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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고도화 및  
추가 예정 기능 

• 키넥트로부터 받은 영상 중, RGB영상을 분석해 tilt된 영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건반들의 위치를 찾는다. 

 

 

 

 

 

 

 

• 관련논문 :  
Hyunjoon Lee, Eli Shechtman, Jue Wang and  
Seungyong Lee, "Automatic Upright Adjustment of  
Photographs," CVP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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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Keyboard Position 

http://cg.postech.ac.kr/research/uprightphoto/
http://cg.postech.ac.kr/research/uprightphoto/
http://cg.postech.ac.kr/research/upright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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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읽기 힘들었던 연속된 8분 음표나 16분 음표 등을 빔으로 묶
어 가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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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Score 

• 일반적인 피아노 학습 과정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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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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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운지법을 교육을 통해 알려준다. 

 

 

 

 

 

 

 

• 관련 논문 : 
Alia  Al Kasimi, Eric Nichols, Christopher Raphael, “A SIMPLE 
ALGORITHM FOR AUTOMATIC FOR GENERATION OF 
POLYPHONIC PIANO FINGERINGS,” ISMI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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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ing 

• 특정 곡을 연습할 때 옵션을 추가 기능을 통해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구간반복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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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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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간 피드백 
- ID를 통해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사용자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DB에 기록 

-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Course나 곡을 권장하여 
실력 향상을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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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ng 

국민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2013 By A+Clef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