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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하루를 바쁘게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만 

멀기만 현실이고, 배우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피아노에 대한 거리감을 프로젝

트의 결과물인 'Piano Guide Program Using Kinect'를 제공함으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Piano Guide Program Using Kinect'는 피아노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오늘날 많은 피아노 교육용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한적인 정보제공으로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여 배우고자 하

는 마음을 꺾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에 우리는 실제 피아노 건반에 Beam 

Projector를 쏘아, 그 빛을 따라 누르면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사

용자는 건반 위의 빛과 화면 상에 악보를 보며 피아노의 쉽게 친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사용자가 난이도에 따라 원하는 곡을 선택

할 수 있고, 연주를 하는 동안 피아노 건반에는 지금 눌려야 하는 건반과 다음에 눌러야 

하는 건반에 빛을 쏘아주고, 그 빛을 따라 연주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화면에 악보를 

보여줌으로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연주 도중 일시 정지를 하거나 다른 곡

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연습할 수도 있다. 연주가 끝 난 후에는 사용자가 연주한 곡

의 정확도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여 피아노를 배우고

자 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프로그램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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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예비보고서에 명시된 연구내용 및 외부활동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시스템고도화  

및 추가기능 

1. Finding Keyboard Position (more detail) 

2. Draw Score 

3. Course 

4. Fingering 

5. Tutoring 

외부 경시대회 참가 6. 제 11회 Embedded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공모 

 

2.2 수행내용 

2.2.1  시스템고도화 – Finding Keyboard Position (more detail) 

수행내용 없음 

 

2.2.2  시스템고도화 – Draw Score 

수행내용 없음 

 

2.2.3  추가기능 – Course 

피아노 학습 과정 기능 추가 

 기능소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학습과정 기능]을 추가한다. 

피아노선생님 혹은 피아노학원은 우리가 어린 시절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될 때, 피아노와 우리

의 손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코스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몇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기능에는 목표 달성치를 부여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되

게 구현할 예정이다. 우선, 학습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현에 대한 계획을 소개한다. 학

습과정의 단계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기 앞서 이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인 자

료에 의존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아노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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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아노 학습 과정 단계 

피아노 학습 과정은 대부분 교재에 따라 단계를 나눈다. 피아노 교재는 그 수가 많지만 

주로 사용되는 피아노 학습 교재는 바이엘, 체르니, 하농, 소나티네 등 많은 피아노 교본

들이 사용된다. 

 

- 초급: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에 올바른 자세를 바탕으로 리듬을 익혀나가면

서 음표와 박자를 이론과 연주를 통해 반복함으로써, 음악적인 기초실력을 다진다. 초

급자를 위한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바이엘, 피아노 어드벤쳐 등이 있다.  

 

- 중급: 피아노를 어느 정도 익힌 시기이기에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면서 

다양한 조성 감각을 익히고 선율과 화음을 통한 폭 넓은 창의력을 펼치면서 스스로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급자를 위한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체르니

(100, 30번)가 있으며 또한 재미를 더하기 위해 하농, 부르크뮐러 등을 병행한다. 

 

- 고급: 고급단계는 피아노 연주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교를 습득하면서 형식감, 화

성감, 선율감을 유창하게 읽히는 연습을 하고 작곡가 별 연주곡집을 통해 음악적인 

실력뿐 아니라 음악사를 통해 폭 넓은 교양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때는 진도보다 정

확성과 완성도에 기울려 연주해야 한다. 고급자를 위한 교재로는 체르니 40번 이상, 

소나티네, 인벤션, 부르크뮐러, 위대한 작가들의 명곡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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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피아노가 존재하면서 피아노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 세기 별로 당대 중요시 

여긴 연주법이 존재하듯, 그에 따른 피아노 교육에서 초점을 두는 관점이 다르다.  

  18세기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자유로움과 유연함을 강조하는 테크닉의 체제를 선호 했

고 정확한 운지법, 훌륭한 장식음, 훌륭한 연주법을 최상으로 여겼다. 손가락이 고르게 숙달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기에 테크닉 습득을 위한 교육적인 연습곡으로 ‘체르니’가 나오

게 되었다.  

  19세기에는 피아노 지도에 대한 여러 진보적인 개념이 표면화 되어 팔, 손목 그리고 손가

락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통한 연주와 그에 따른 교육을 지지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연주자와 교육자들을 저술을 통해 피아노 연주 능력 개발에 가장 효과

적인 방법에 대해 찾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주자와 교육자들의 경험과 이론에 의해 지금의 피아노 교육 과정으로 피아

노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3) 출처 

1. http://kawai.kr/80195960211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anist29&logNo=110106423555 

3. 피아노 연주법, 맥스W. 캠프 저자 

 

학습과정 기능 구현에 따른 계획 

이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습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 하는 전처리 과정과 사용자에게 학습과정의 진행상황을 출력해주는 과정이 있다. 

http://kawai.kr/801959602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anist29&logNo=1101064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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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에서는 사용자에 따라 학습과정의 대한 정보(단계, 

달성치 등)가 저장하거나 불러오게 되는데, 이에 DBMS(MySQL)를 사용할 계획이다.  

학습과정의 구조는 3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는 여러 교

본들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각 교본 안에 여러 개의 곡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에 많은 곡

이 있게 된다. 각 단계마다 달성치를 유연하게 하여 학습자에게 너무나 쉽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

게 조절할 것이다. 

 

기대효과 및 현실적 제한사항 

이 기능이 제공됨에 학습자는 교육자로부터 의존성이 줄어들 것이며, 각 단계마다 목표 달성치

를 부여함에 학습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학습과정의 각 단계에 곡들의 대해서 midi 파일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제한사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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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추가기능 – Fingering 

피아노 운지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우선 피아노 운지법에 관한 논문들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이 논문들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피아노 운지법 알고리즘 

추가 기능 중에 하나인 tutoring기능 중에 포함되는 피아노 운지법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피아

노 운지법이란, 간단히 말해, 손가락을 어느 건반 위에 위치 시킬 것이며, 다음에 눌러야 하는 건

반으로 어떻게 손을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다.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우리는 피아노 운

지법에 관한 논문들을 인용하여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우선적으로 악보 화면상에 음표마다 열 개의 손가락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시

하는 것이고, 실제 그 숫자를 따라 연주를 하였을 때 학습자의 손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 후, 일정 진행에 무리가 없다면 고도화 및 직관적인 시각화하는 전략으로 진행될 것이다. 

 

 피아노 운지법에 관한 논문 

피아노 운지법에 관한 논문들은 검색을 해본 결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MIT오픈코스에서

도 알고리즘 강의 중에 운지법에 관한 알고리즘을 일부 강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굉장히 완성도 있고 우리가 초기에 목표했던 바에 이른 논문도 찾을 수 있었으나, 일정진행에 있

어 차질이 예상되어 이 논문은 과감하게 제외하기로 했다. 

 

아래는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들의 목록이며, 각 특징들이다. 

논문1] A simple algorithm for automatic generation of polyphonic piano fingerings [Kasimi, 

2005] 

이 논문은 간략히 소개하자면, 어떤 악

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악보에 있는 음

표들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음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데에서 

trellis graph를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Figure 1.)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 손가락마다 엄지를 1, 검지를 

2, 중지를 3, 약지를 4, 애지(새끼손가락)

를 5라고 숫자를 부여한다. 모든 음표마

다 다섯 손가락이 누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면 

그림과 같이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 이 그래프에서 cost 

function을 통해 최소 비용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이 논문의 제한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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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아직 논문에서는 오른손의 운지법만을 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논문2] Automatic Decision of piano fingering based on hidden markov models 

[YONEBAYASHI, 2007]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machine 

learning 의 기본개념인 hidden 

markov models를 이용하는 논문으로 

이전의 논문과 비교해보면, 이전의 논문

에서는 악보를 읽어드려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최적화된 운지법을 찾았다면, 

이 논문은 2차원상에서 어떤 음표와 음

표 사이의 확률을 계산하여 좀 더 인간

친화적인 비용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

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운지법 기능구현 계획에 대한 결론 

논문1]과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여럿 있지만, 구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논문2]는 논문1]보다 많이 나아진 

형태로 논문이 기술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숙지와 그에 따르

는 구현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

문(논문2)을 수용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논문에 대한 활용 범위 및 개선사항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논문에서 상당부분 정의하고 기술하였기에 논문을 적극 수용하여 논

문과 일치하게 구현하며, 일정이 허락되는 선에서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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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추가기능 – Tutoring 

예비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Tutoring기능에는 세부적으로 3가지 기능(구간반복, 속도

조절, 사용자 피드백)을 포함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구간반복 연습에 대한 알고리즘

에 대해 기술한다.  

 

연주 시 틀린 구간 반복 기능 

기능을 추가한 목적은 학습자가 한 곡을 연습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등 특정 부분에 대해 

연습이 필요로 할 때를 위해 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연주가 시작됨 동시에 학습자는 건반을 

눌러 화면 상에서 bad, good, perfect 와 같은 평가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전에는 단순히 이 

세가지를 판별하여 출력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 기능을 추가함으로 하나의 곡에서 점수가 낮은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반복시키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습자가 연주를 하면 각 음표마다 평가를 하고, 마디를 지날 때마다 해당 마디에 점수를 

부여하여 특정 마디의 점수가 낮으면 그 마디의 연습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구간을 

반복한다. 

 

위의 그림처럼 마디단위로 평가를 내리고, bad인 경우면 그 구간의 반복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만약, 연주한 마디의 평가가 bad인 경우, 타임 바는 해당 마디에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를 

다시 한다.  

 

 

또한, 한 줄에 대한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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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 가지 평가(bad, good, perfect)에 대해 점수를 0, 1, 2와 같이 부여한다. 이를 우리는 음표 

scoring이라 명명하였다. 

 

- 음표 scoring 

한 마디의 평가에 대한 경우의 수는 3^(해당 마디의 음표개수)이며, 최대 bad score 는 (해당 

마디의 개수) x 2점이 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점수 분포는 다음 왼쪽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은 Gaussian분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빈값이 그 분포의 평균점이 

된다.  이 평균점은 그 마디의 

기준이며 이를 변화시키면 

마디의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균점을 

경계로 bad와 good/perfect 를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위의 모델에서 미래의 모델을 예상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인 경우에는 평가의 

경계, 즉, 최빈값을 boundary로 

결정한다. 이런 모델이 나오는 전제는 

학습자의 연주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의 

축적되어 있어야 함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논문의 

search & survey와 algorithm diagram 설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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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외부 경시대회 참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제 11회 Embedded Software Contest 2013에 자유부분으로 공모

하였다. 아래는 경진대회와 관련된 사진이며, 그 옆으로 이어지는 사진은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명

사진이다. 

 

출품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된 상태의 버전으로 공모하였다. 

 

제 11회 Embedded Software Contest 2013 관련 이미지 대회에 출전한 증명 이미지 (참가신청서)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회 주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수하여 결과요약서 및 결과보고서, 

참가를 작성,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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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각 고도화 및 추가기능 작업 별로 수정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3.1 수정사항 및 추진방향 

3.1.1  Finding Keyboard Position (more detail) 

 수정사항 없음 / 예비보고서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한다. 

 

3.1.2  Draw Score 

수정사항 없음 / 예비보고서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추진한다. 

 

3.1.3  Course 

 각 학습단계를 나눠서 해당 학습단계에 속한 목록만을 출력하려(상위 학습단계로 이동하면 그 

전의 학습단계에 속한 곡 목록은 표시하지 않는 등) 예정되었으나, 모든 단계에 대한 목록을 출력

하되 각 단계의 구분을 짓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3.1.4  Fingering 

 2.2.4 절에서 말한 2개의 논문 중 2번째 논문을 목표로 하되, 우선 1번째 논문에 대해 구현을 한

다.  

 

3.1.5  Tutoring 

수정사항 없음 / 본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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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비고 

 

 

 

 

 

 

 

구현 

 

Finding Keyboard 

Position 

OpenCV 영상처리 

기술 추가 
      

처리시스템 구축 및 

엔진과 연동 
      

 

 

Draw Score 
Beam 기능 추가 및 

구현 
      

 

Course 

과정별 미디파일 제작       

코스 기능 추가 및 엔

진과 연동 
      

 

Fingering 

운지법 알고리즘 구현       

운지법 기능 추가 및 

엔진과 연동 
      

 

Tutoring 

구간반복 기능 구현       

속도조절 기능 구현       

피드백 기능 구현       

엔지과 연동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디버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