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_16_조  피아노 참 쉽조 

조원: 최인정, 강지희, 김기원, 이동혁, 황윤주 

 
<아래 서식을 필요한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심사의견 or 질문 

1.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디바이스의 명칭, 외형, 사양을 보여주며 디바이스 안의 

사용환경(웹서버 명칭, 운영체제, 사용언어 등)을 보여주는 그림을 추가 

답변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2. 팀원들 사이의 역할 분담 명확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악보데이터 처리 

답변 

하드웨어의 LED, Rapsberry PI 구현 부분은 김기원, 강지희가 소프트웨어의 

MIDI 데이터 변환 및 웹 서버 구축은 이동혁이 DB 데이터 처리와 MIDI File 를 이용한 

악보 띄우는 기능은 최인정이 맡았으며 MIDI File 을 이용한 점수구현 은 황윤주가 

맡고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3. 활용 가능한 HW/SW(MIDI file)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활용 가능성 연구 필요 

답변 

연주에 필요한 음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관리자가 악보를 보며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였으나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file 을 

이용해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음표 데이터 추출법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복잡한 형식의 MIDI file 을 각 트랙별로 템포, 옥타브, 음표 등을 식별하기 

쉬운 형식인 MML(Music Micro Language)로 변환하여 이 MML 파일을 읽어 들여 C++로 

만든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곡의 템포 및 음표의 계이름 및 박자를 추출하여 

곡의 순서에 맞게 배열에 저장 한 후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MIDI 피아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연주한 곡의 MIDI 

데이터와 원곡의 MIDI file 을 비교하여 점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4. 보고서에 소스 코드를 나열하는 상세한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했고 

GPIO 등을 이용한 led 제어 회로 설계는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했는지 설계사항이 

드러나 도록 

답변 

보고서에 설계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5. 건반에 스위치를 부착해 점수화 하는 방식 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용,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거 자료도 함께 준비  

답변 

건반에 스위치를 부착하여 점수화하는 것 대신에 디지털 피아노에서 제공하는 녹음 

기능과 컴퓨터로 녹음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연주한 곡의 MIDI file 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원곡의 

MIDI file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점수화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