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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목표 

피아노 연주를 
원하지만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 

대상 구성 
피아노에 부착된 

LED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학습 

기대효과 
전자피아노 

(LED, 스위치) 
Raspberry PI 

LCD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 연구내용 



 연구내용 | 웹 서버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난이도 선택 : Basic, Normal, Hard 
모드 선택 : 한 손 모드, 양 손 모드 제공 

악보 선택 

사용자가 선택한 악보의 이미지가 
악보 연주에 맞춰 LCD 화면에 
표시 

악보 이미지 표시 

연주 종료 시 기록 여부를 묻고 
기록을 원하면 사용자의 연주 점수를 
Raspberry PI로 부터 전송 받아 
서버에 저장 

점수 기록 및 조회 



 연구내용 | Raspberry PI 

인터페이스 제공 

LCD 연결 

악보의 음표 순서, 박자, 계이름 
정보를 받음 

 
 

서버에서 악보 데이터 전송 받음 

사용자가 LED로 표시된 건반을 
제대로 쳤는지 Raspberry PI 
스위치를 이용하여 확인 

건반 눌림을 스위치로 인식 

연주 종료 후, 스위치 인식을 
바탕으로 연주 점수를 계산한 후 
서버에 점수 데이터를 전송 

연주 점수를 서버로 전송 

서버에서 악보 시작에 맞춰  
LED ON/OFF 동작파일을 실행시켜  

악보의 음표, 박자에 맞게  
피아노 건반에 LED의 불을 켬 

LED ON/OFF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 수행내용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 



연주 모드 



곡 선택 (한 손 모드 / 양 손 모드) 



악보 표시 



변경사항 



 변경사항 

- 악보 DB 저장 방식 변경 

변경 

DB Manager 



2.  

변경 

Open CV를 이용한 
악보인식 기능을 삭제 



향후 추진 계획 



 향후 계획 | 웹 페이지 

점수 기록 여부 확인 
 

점수 조회 
 

개인 점수 조회 
랭킹 조회 

연주 중지 및 재시작 점수를 DB에  저장 



 향후 계획 | Raspberry PI 

61개의 건반에 따른  
스위치 연결 및 LED와의 연동 

스위치를 통한  
연주 점수 측정 전송 받은 DB로 LED 제어 



시연 동영상 



 시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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