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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목표 

악보를 스스로 읽지 못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LCD화면에

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악보를 선택하여 피아노에 부착되어 있는 LED

를 이용해 피아노를 사용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자신의 계정을 통해 연주하고 점수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악보를 선택하였을 때,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고른 곡

에 대한 연주를 위해 Raspberry PI에게 LED 불을 켜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명령을 한다. 명령을 받은 Raspberry PI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DB를 읽어

와서 해당하는 건반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사용자의 연주 정도를 스위치

로 측정하여 점수로 나타내도록 한다. 

악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이 들어온 불빛에 따라 건반을 누

르면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고 악보를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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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스템 구조 및 흐름도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본 프로젝트의 구조는 위와 같이 구성된다. 

 Display :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를 LCD로 화면을 제공한다.  

 Music Note Showing : 연주하고자 하는 악보 이미지를 보여준다. 

 Data Management : 관리자가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한 악보 데이터, 

사용자의 정보 데이터, 사용자가 연주한 점수 데이터를 관리한다.. 

 Authorization : 서버에서 사용자의 계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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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Command : 사용자가 웹에서 악보를 선택했을 때, 서버에서 

Raspberry PI 안의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모듈이다. 

 LED Control : Raspberry PI에서 Database에 저장된 악보 Data를 

이용하여 LED를 제어한다. 

 Switch Recognition : 피아노 건반에 부착한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가 

LED 불에 맞춰 건반을 제대로 눌렀는지를 확인한다. 

 흐름도 

① a. 사용자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한다. 

b. 악보를 선택한다. 

c. 사용자의 점수 기록이나 점수 랭킹을 조회한다. 

② a. 사용자의 계정을 확인한다. 

b. 사용자가 선택한 악보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한다. 

c. 사용자의 점수 기록, 랭킹을 화면에 출력하게 한다. 

③ a. Raspberry PI에 악보 data를 전송하고, led를 키는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외부 명령어를 실행한다. 

④ a. 사용자가 제대로 건반을 눌렀는지를 스위치로 확인하고, 점수로 

나타낸 것을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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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웹 서버 

1. 회원가입 / 로그인 기능 

초기에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로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이 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만 ‘Maestro’를 이용할 수 있다.  

2. 난이도 별 악보 선택 

연주를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먼저 악보를 조회하고 선택해야 한다. 악보들은 

관리자에 의해 DB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악보를 선택할 수 있다.  

악보는 난이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Easy, Normal, Hard 세가지로 존

재한다. 모든 악보들은 한 손 모드, 양 손 모드인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악보를 선택하면 서버에서는 Raspberry PI로 LED를 제어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게 한다. 

3. 악보 이미지 표시 

사용자가 선택한 악보의 이미지가 악보 연주에 맞춰 나타날 수 있도록 악보 

별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LCD의 화면에 맞춰 악보의 이미지 크기를 고

정해야 한다. 

4. 점수 기록 및 조회 

사용자의 연주의 정확성을 측정하여 계산한 점수를 Raspberry PI로부터 전송 

받아 서버에 저장한다. 연주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연주의 점수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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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점수의 기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록을 원한다면 이 점수는 DB에 

저장된 후 웹 사이트의 점수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다. 

 

2.1.2  Raspberry PI  

Raspberry PI는 LED와 스위치가 연결되는 장치로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

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피아노 연주는 박자에 있어서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LED나 스위치로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의 시간이 정확하도록 오차율을 최소화시

켜야 한다. 

피아노 건반의 개수에 맞춰 LED와 스위치를 한 Raspberry Pi에 구동시켜야 하

는데, 한정된 GPIO핀의 개수에 맞추기 위하여 Shift-Register를 이용해 GPIO를 확

장시켜준다. 사용되는 Shift-Register로는 LED출력을 위한 74HC595 output Shift-

Register와 스위치 입력을 위한 74HC165 input Shift-Register가 필요하다. 해당 

Register들의 GPIO핀 3개를 8개로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이용한다. 해당 Register

들은 Register끼리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GPIO핀 3개로 8개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Input, Output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Raspberry PI에서 구현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① LCD 연결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위하여 LCD와 연결된다. 사용자의 편의

성을 위하여 터치스크린을 지원한다. 

② DB에서 악보 데이터 전송 받음 

DB에 저장된 악보의 음표 순서, 박자, 계이름 정보를 전송 받는다. 

③ LED 제어 

서버에서 악보 시작에 맞춰 LED를 제어하는 파일이 실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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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전송 받은 악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보의 음표, 박자에 맞게 피아노 

건반에 LED의 불이 켜지게 된다.  

④ 건반 누른 것을 스위치로 인식 

사용자가 LED로 표시된 건반을 제대로 쳤는지 Raspberry PI에 스위치를 이용

하여 확인한다. 

⑤ 계산한 연주 점수를 서버로 전송 

사용자의 연주 종료 후, 스위치로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연주에 대

한 점수를 계산 후 서버에 점수 데이터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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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회원가입 및 로그인 

 

그림 2. 회원가입 페이지 

 signup.php - 사용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 받음 

 입력 받은 정보를 DB와 연동하기 위한 php 파일 호출 

<?php 

require_once '../preset.php'; 

?> 

 post방식으로 회원 정보가 알맞게 기입했는지 signup_check.php로 전달한다. 

      <form name="signup_form" method="post" action="./signup_check.php" >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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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 <input type="text" name="user_id" /><br /> 

            비밀번호 : <input type="password" name="user_pass" /><br /> 

            비밀번호 확인 : <input type="password" name="user_pass2" /><br /> 

            이름 : <input type="text" name="user_name" /><br /> 

            성별 : <input type="text" name="user_gender" /><br /> 

            <input type="submit" value="회원가입" /> 

 preset.php - php파일을 DB와 연동 

 config.php에서 지정한 서버IP,DB명,ID/PW를 불러와 MySQL과 연결한다 

$mysqli = new mysqli($DB['host'], $DB['id'], $DB['pw'], $DB['db']); 

 config.php - 회원정보를 저장할 서버IP 및 DB명, ID/PW를 지정 

$DB['host'] = '35.161.154.86'; 

$DB['db'] = 'maestro_account'; 

$DB['id'] = 'root'; 

$DB['pw'] = 'xxx'; 

 signup_check – 입력 받은 정보를 Query로 DB에게 전달 

 입력 받은 비밀번호를 암호화 

$encryped_pass = sha1($user_pass); 

 Query를 이용해 'ACCOUNT' 테이블에 저장시킨다. 

$q = "INSERT INTO ACCOUNT ( id, pw, name, gender ) VALUES ( '$user_id', 

'$encryped_pass', '$user_name', '$user_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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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i->query( $q); 

 

 

그림 3. 로그인 페이지 

 login_check.php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의 대한 정보를 DB로부터 불러옴 

$q = "SELECT * FROM ACCOUNT WHERE id='$user_id'"; 

$result = $mysqli->query( $q);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은 비밀번호가 암호화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if($result->num_rows==1) { 

     $encryped_pass = sha1($user_pass);   

     $row = $result->fetch_array(MYSQLI_AS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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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일치한 경우, 로그인 세션을 

'YES'로 유지해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if( $row['pw'] == $encryped_pass ) {    

        $_SESSION['is_logged'] = 'YES';  

        $_SESSION['user_id'] = $user_id; 

        $_SESSION['idx'] = $row['idx']; 

        header('Location: '.$url['root'].'member/login_done.php'); 

        exit(); 

    } 

 아이디는 존재하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입력해달라는 경고문과 로

그인 페이지로 돌아감. 

    else { 

$_SESSION['is_logged'] = 'NO'; //  

        $_SESSION['user_id'] = ''; 

        header('Location: '.$url['root'].'member/login_done.php'); 

        exit(); 

    } 

 아이디가 없다면 계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경고문과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감 

else { 

    echo "해당 계정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result->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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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i->close(); 

require_once '../footer.php'; 

 

2.2.2  악보 선택 

 

그림 4. 메뉴 페이지 

 login_done.php : 연주모드, 점수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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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난이도 선택 페이지 

 select_mode.php  : 난이도 별 악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림 6. 해당 난이도의 악보 선택 페이지 

 basic.php, normal.php, hard.php : 악보 별 한 손 모드, 양 손 모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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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주 시간에 맞춰 악보 표시 

 

그림 7. 악보 연주 페이지 

 악보 이미지를 배열로 저장 

var imageArray=["../note_images/star2.jpg","../note_images/star3.jpg]; 

 배열에 저장된 이미지 순으로 악보 이미지 변경 

var imageIndex = 0; 

  function changeImage(){ 

  myImage.setAttribute("src",imageArray[imageIndex]); 

  imageIndex++; 

 마지막 이미지인 경우에 중지된다. 

if(imageIndex==imageArray.length){ 

clearInterval(refreshInter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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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미지부터 바뀌는 시간을 지정한다. 

var refreshIntervalId = setInterval(changeImage,3500); 

단, 악보를 캡쳐한 이미지 별로 연주 시간이 다르다면 changeImage 함수 안에서 배

열 순서를 지정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2.2.4  서버에서 Raspberry PI로 악보 DB 전송 

① MySQL 연동을 위해 mysql.h 사용  

#include "/usr/include/mysql/mysql.h"  

② DB가 저장될 장소가 초기화시킨다. 

conn=mysql_init((MYSQL*)NULL); 

③ Raspberry PI에서 MySQL 서버에 로그인하여 연결한다. 

mysql_real_connect(conn, server, user, password, NULL, 3306,NULL, 0); 

④ 서버의 maestro_basic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다. 

mysql_select_db(conn, maestro_basic); 

⑤ DB 안에 있는 곡을 선택하고 지정한 변수(res)에 저장한다. 

mysql_query(conn,"select *from SCHOOL"); 

res=mysql_store_result(conn); 

⑥ 저장된 곡의 구조대로 배열에 저장하고 출력하여 확인한다.  

while((row=mysql_fetch_row(res))!=NULL){ 

printf("%s %s %s\n", row[0],row[1],row[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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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GPIO – LED 연결 

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인 Shift-Register를 이용해 GPIO 3개로 LED 61개를 연결한다. 

한 개의 Shift-Register로 8개의 LED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Shift-Register 8대를 사

용하는 방법으로 LED 연결을 수행하였다. 

GPIO 수를 최소화 하는 문제는 Shift-Register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GPIO핀 3개는 Shift-Register와 연결한 8개의 LED를 연결하고 추가로 GPIO 핀 2개

는 GND와 VCC에 연결한다. 앞선 본체 Shift-Register와 다음 Shift-Register 8대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Raspberry PI 한 대로 LED 61개를 구현하였다. 

 

그림 8. 한 개의 Shift Register로 8개의 led를 제어하는 회로도 

 

그림 9.  두 개의 Shift Register를 연결하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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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hift Register 구조 

 wiring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선언 

#include <wiringPi.h>  

 

 74HC595 Shift-Register를 사용하여 24개의 LED를 켜기 위한 준비이고, Shift-

Register는 비트를 하나씩 Shift하면서 작동된다. 

 

#define SDI 0 //serial data input 

#define RCLK 1 //memory clock input(STCP) 

#define SRCLK 2 //shift register clock input(SHCP) 

unsigned int LED[24] = {0x01,0x02,0x04,0x08,0x10,0x20,0x40,0x80,0x100,0x200,0x400, 

0x800,0x1000,0x2000,0x4000,0x8000,0x10000,0x20000,0x40000,0x80000}; 

 

void pulse(int pin) 

{ 

    digitalWrite(pin, 0); //pin에 해당하는 port LOW 

    digitalWrite(pin, 1); //pin에 해당하는 por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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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점등하는 함수 

void SIPO(unsigned int byte) 

{ 

      int i; 

      for(i=0;i<24;i++){ 

           digitalWrite(SDI, ((byte & (0x800000 >> i)) > 0)); 

           pulse(SRCLK); 

      } 

} 

 

 

 

2.2.6  전송 받은 악보 데이터를 이용한 LED 제어 

 wiringPi 라이브러리를 사용 

#include<wiringPi.h>  

 GPIO 0번의 Shift register의 Serial data input pin 을 연결 

#define SDI     0  

 GPIO 1번의 Shift register의 Time sequence input of storage register. rising edge

일때 Shift register의 데이터는 메모리 레지스터로 가는 역할 

#define RCL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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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IO 2번에 Shift register의 Time sequence input of shift register. rising edge일 

때 Shift register 안의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1비트 이동. 즉 q1의 데이터는 q2로 

이동. falling edge에 있으면 데이터는 변경 안되고 유지됨 

#define SRCLK   2  

 

 61개의 LED를 비트로 표현하여 배열로 저장 

unsigned long long int LED[61] = {0x01,0x02,0x04,0x08,0x10,0x20,0x40,0x80, 

0x100,0x200,0x400,0x800,0x1000,0x2000,0x4000,0x8000,0x10000,0x20000, 

0x40000,0x80000,0x100000,0x200000,0x400000,0x800000,0x1000000,0x2000000, 

0x4000000,0x8000000,0x10000000,0x20000000,0x40000000,0x80000000, 

0x100000000,0x200000000,0x400000000,0x800000000,0x1000000000, 

0x2000000000,0x4000000000,0x8000000000,0x10000000000,0x20000000000, 

0x40000000000,0x80000000000,0x100000000000,0x200000000000, 

0x400000000000,0x800000000000,0x1000000000000,0x2000000000000, 

0x4000000000000,0x8000000000000,0x10000000000000,0x20000000000000, 

0x40000000000000,0x80000000000000,0x100000000000000,0x200000000000000,

0x400000000000000,0x800000000000000,0x1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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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ing edge, falling edge 설정하는 함수 

void pulse(int pin) { 

          digitalWrite(pin, 0); 

       digitalWrite(pin, 1); 

} 

void SIPO(unsigned long long int byte){ 

          int i; 

          for(i=0;i<61;i++){ 

                digitalWrite(SDI, ((byte & (0x1000000000000000 >> i)) >0)); 

                pulse(SRCLK); 

          } 

} 

 SDI, RCLK, SRCLK를 Output pin으로 설정하고 off로 초기화하는 함수 

void init(void){ 

pinMode(SDI, OUTPUT); 

pinMode(RCLK, OUTPUT); 

pinMode(SRCLK, OUTPUT);  

digitalWrite(SD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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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Write(RCLK, 0); 

digitalWrite(SRCLK,0); 

} 

 wiring 초기화 확인 

if(wiringPiSetup() == -1){ 

printf("setup wiringPi failed !"); 

return 1; 

} 

 

 전송 받은 악보 데이터의 건반 위치에 해당하는 LED를 킴 

row[2]는 건반 위치를 뜻하며, MySQL 서버 연동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

는 함수인 ‘mysql_fetch_row()’에서의 변수 ‘res’(result를 의미)는 결과 ROW들을 담

고 있는 구조체 포인터로 string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수로 구분하기 위해서 

정수 형 변환이 필요하다. 

while((row=mysql_fetch_row(res))!=NULL){ 

SIPO(LED[atoi(row[2])]);  

 

 Edge 변경 

pulse(RCLK);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Maestro 

팀 명 피아노 참 쉽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8 2017-APR-14 

 

캡스톤 디자인 I Page 24 of 27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전송 받은 악보 데이터의 박자만큼 LED 제어 

Row[1]은 박자를 뜻하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

가 저장되어 있는 ROW는 string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박자를 실수로 구분하

기 위해서 실수 형 변환이 필요하다. 

(박자는 초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실수로 변환함) 

delay(atof(row[1])*100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Maestro 

팀 명 피아노 참 쉽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8 2017-APR-14 

 

캡스톤 디자인 I Page 25 of 27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변경사항 

 변경 

초기 계획은 사용자가 직접 악보를 등록하면 그 악보를 Open CV를 이용해 인식

하여 DB에 저장할 계획이었으나, 웹 페이지를 구성하며 곡은 관리자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의 기능을 삭제하였다. 관리자는 악보를 직접 읽

어 음표의 박자와 계이름을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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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웹 페이지 

 점수 기록 여부를 입력 받아 DB에 점수 데이터를 입력 

 점수 저장 여부 확인 

연주를 완료했을 때 점수가 나타나며 사용자가 점수의 저장 여부를 선택하고, 추

후에 점수 조회 게시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점수 조회  

1. 개인 점수 조회 

2. 랭킹 점수 조회 

악보 별로 사용자들이 기록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된다. 

 연주 중지 및 재 시작 기능  

사용자가 연주 도중에 홈 버튼, 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연주가 중단되고 선택한 

작업을 수행한다. 

재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곡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홈 버튼을 선

택하면 악보선택 홈 화면으로 돌아가 악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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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Raspberry PI  

 Raspberry PI에서 서버에 있는 악보 데이터를 받아와서 음표의 음정과 박자에 맞

게 해당하는 건반의 LED를 켜도록 구현한다.  

 스위치 61개 구현 및 LED와 연동  

GPIO 3개를 이용하여 스위치 61개를 연결한다.  

연결한 스위치를 LED와 연동하여 스위치가 눌리면 LED의 불이 꺼지는 것을 확

인한다.   

 스위치를 통한 연주 점수 측정 

 

 

5 고충 및 건의사항 

사용자가 LCD 화면에서 웹 페이지 상에서 곡 선택 시 터미널에서 직접 코드파일

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 아닌, 곡 선택과 동시에 Raspberry PI에 *외부 명령을 내려 

코드파일을 실행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에서 Raspberry PI의 c코드의 실행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소스 

코드 내에 GPIO를 제어하는 부분만이 수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

법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외부 명령 : Raspberry PI 내에 저장된 코드 실행 파일을 터미널 상에 커맨드 명령을 직

접 하지 않고 웹을 통해 자동 실행시키게 하는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