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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드럼 스틱에 센서를 부착하여 전자 드럼 스틱을 만든다. 그리고 드럼 스틱과 연동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 드럼 스틱과 앱은 블루투스 통신을 하며, 드럼 스틱은 블루스택을 통

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앱은 받은 데이터들을 소리로 변환하고 녹음, 출력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top밴드 등 음악 관련 TV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상당히 끌게 되어, 사람들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음악

이나 악기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악기 중에서는 밴드 관련 악기인 기

타, 베이스 드럼 등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럼을 취미로 하기엔 물리적, 경제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그리고 다른 악기에 비해 드럼은 연주할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에 드럼을 누구든지 조용하고 쉽게 취미로 삼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소음이 심하고 부피가 커서 연습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드럼 연습을 가능하게 하는 어플

리케이션과 전자 드럼 스틱을 개발한다. 블루투스로 연동을 하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만든다.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연결해서 소리가 새지 않게 하여 일반적으로 드럼연습

에 쓰는 고무판보다 효율이 좋은 드럼 연습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Vird 

프로젝트 명 Vird 

팀 명 핫식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5-SEP-15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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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구/개발 내용 

2.2.1  드럼 스틱 

드럼 스틱에 압력센서, 가속방향센서를 부착하고, 센서에서 출력하는 데이터를 아두이노

로 전송한다. 이 데이터들은 소리로 변환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모바일 앱으로 전송된다. 

 

- 압력센서 : 드럼 스틱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여 출력 정도에 따른 크기와, 출력 여부

를 알아낸다. 

- 가속방향센서 : 드럼 스틱을 휘두르는 방향에 따라 출력될 소리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한다. 

- 아두이노 : 위의 두 센서를 통해 보내지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 블루투스 모듈 : 아두이노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들을 모바일 앱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2.2.1  어플리케이션 

드럼 스틱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드럼스틱으로부터 전

송되는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받아들인다.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들에 따라 

종류가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드럼 소리 이외의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녹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만들어진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 구현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드럼의 종류나 소리의 종류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블루투스 통신 : 휴대폰 내에 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드럼 스틱에 부착된 블루투스 모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리 출력: 드럼스틱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로 

만들어낸다. 사용자 기호에 따라 배경음악 삽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소리들을 

녹음하여 출력한다  

 

- 공유 : 위에 기재된 녹음기능을 통해 저장된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설정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드럼의 구성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고, 소리의 종류들도 

변경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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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드럼 연주  

- 사용자는 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다. 

- 드럼 스틱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각 행동에 알맞은 드럼 사운드를 출력하여 준다. 

 

2. 연주 녹음 

- 사용자는 자신의 연주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의 연주 소리를 삭제, 저장, 재생할 수 있다. 

 

3. 소리 및 설정 변경 

- 사용자는 드럼뿐 아니라 다양한 타악기의 소리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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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위 다양한 타악기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배경음악 재생 

-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맞추어 드럼을 연주하기 위하여 배경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기본 제공 배경 음악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활용할 수 있

다. 

 

5. 연주 공유 

- 사용자는 자신의 연주를 페이스 북 등을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다. 

-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a. Usability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하여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드럼 스틱과 연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괴리감이 없도

록 한다. 

 

b. Accuracy  

센서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90% 이상의 정확도로 사용자의 행동을 탐지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드럼 스틱 위치와 현재의 행동을 이용해 자연스럽고 정확한 드럼 소

리를 내도록 한다. 

 

c. Efficiency 

녹음 품질의 단계를 나누어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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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드럼 스틱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모션을 아두이노가 읽어 들인다. 
 

읽어 들인 센서값을 처리과정을 일련의 거친 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핸드폰으로  

전송된다. 
 

핸드폰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값에 따라 소리를 내고, 녹음을 하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맞게 작동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입력 

두드리는 세기 
압력 센서로 드럼스틱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압력 데이터를 입력한다. 
C 

움직이는 방향 
압력 센서로 드럼스틱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방향 데이터를 입력한다. 
C 

버튼 버튼의 누름을 감지한다. C 

출력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가 

연주한 드럼 소리를 출력한다. 
Java 

네트워크 블루투스 통신 
아두이노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간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 
모듈 

UI 
레이아웃 

녹음, 재생, 공유 기능과 

드럼 이미지가 갖추어져 있다. 
Java 

화면 전환효과 버튼을 눌렀을 때 Activity 전환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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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개인적 측면 

a.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 발생하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다. 

b. 언제 어디서든 남에게 구애 받지 않고 조용하게 연주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줄일 수 있다.) 

c. 음악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다. 

d. 아이들도 장난감처럼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 

 

2.4.2  사회적 측면 

a. 드럼연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b. 음악용 교육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 

c. 추후에 음악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d.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a. 드럼 스틱 

- 개발 언어 : C++ 

- 개발 도구 : 아두이노 스케치, 아두이노 프로세싱 

 

b. 어플리케이션 

- 개발 언어 : 자바 

- 개발 도구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클립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가속 방향 센서의 민감도 문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센서가 스틱의 가속되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 내야 한다. 따라

서 센서의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영상처리기법을 대비책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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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도헌 
- Project Manager 

- 드럼 스틱 (블루투스) 개발 및 연동 

김준태 
- 드럼 스틱 Developer ( 아두이노 스케치 ) 

- 문서 초안 작성 및 검토 

신동호 
- 드럼 스틱 Developer ( 아두이노 프로세싱) 

- 문서 수정 및 보완 

이한민 
- 어플리케이션 Developer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 

- 문서 수정 및 보완 

정동원 
- 어플리케이션 Developer ( 이클립스 ) 

- 관련 기술 조사 및 스터디 

김선민 
-  드럼 스틱 (블루투스) 개발 및 연동 

-  관련 기술 조사 및 스터디 

 

5 프로젝트 비용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예상치 (MD) 

드림 스틱 개발 50 

어플리케이션 개발 50 

환경설정 30 

수정 및 보완 20 

합 150 

항목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비고 

2 3 4 1 2 3 4 1 2 3 4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아두이노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10/29까지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11/20까지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11/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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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작성 

1. 프로젝트의 필요성,기대효과 토의 

2. 개발환경구축(JAVA,ECLIPSE,SDK20) 

3. 아두이노 및 센서 구입리스트 작성 

2015/09/10 2015/09/18 

앱 계발, 

아두이노,센서 

구입 및 센서 값 

프로세싱 

1. 앱 user interface,주요 기능 설계 

2. 아두이노,센서 구입 

3. 가속도 센서 값 아두이노 프로세싱 

2015/09/18 2015/09/30 

1 차 중간 보고 

 전체적인 앱 설계완료,아두이노 프로세싱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9/28 2015/10/01 

2 차 중간 보고 

1.세부적인 앱 설계 및 디자인작업 

2.수치화된 값을 앱을통해 방향과 압력 세기별로 

소리 출력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4. 센서와 아두이노와 결합된 드럼스틱 

5. 소리를 출력하는 앱 

2015/10/26 2015/10/2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2015/11/16 2015/11/2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5/11/23 2015/11/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4)를 이용해 앱을 

실행하여서 스틱(아두이노,센서결합)에 압력과 

가속도방향을 주어서 특정 소리가 들리는 것을 

시연하도록 함. 

2. 최종보고서  

2015/11/23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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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도현 드림스틱(블루투스) 개발 연동 2015-09-14 2015-11-20 70 

김준태 드림 스틱(아두이노) 개발 2015-09-14 2015-11-20 70 

신동호 드림 스틱(아두이노) 개발 2015-09-14 2015-11-20 70 

이한민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5-09-14 2015-11-20 70 

정동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5-09-14 2015-11-20 70 

김선민 드림스틱(블루투스) 개발 연동 2015-09-14 2015-11-20 7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스마트폰 삼성 2015/09/28 2015/12/20 갤럭시 노트 4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 오라클 2015/09/20 2015/12/20 ADT plugin20 

안드로이드 SDK Developers 2015/09/20 2015/12/20 SDK Tools20 

아두이노 Arduino 2015/09/28 2015/12/20 Arduino UNO R3 

가속도 센서 ICBANQ 2015/09/28 2015/12/20 MPU-6050 

압력센서  2015/09/28 2015/12/20 FSR 감지 가능 

드럼스틱 파이니뮤직 2015/09/28 2015/12/20 프로마크드럼스틱 5A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블리싱 15/01/20 정재곤 개정 2 판 

2 서적 아두이노 상상을 스케치하다 Jpub 14/05/30 허경용  

3 서적 
압력센서,유량센서,레벨센서의 

기본원리 
공감북스 15/08/04 정용택  

4 웹문서 
[Android API] Android 센서 

사용하기 
http://itpaper.co.kr 13/7/24 ID: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