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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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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수행내용 

2.1.1  어플리케이션 

a. 현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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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행상황 세부 내용 

b-1. 연주하기  

초기화면에서 3개의 메뉴 중 연주 버튼을 선택하면 드럼 스틱과의 블루투스 페어링 확

인 과정을 거친 후 연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연주화면의 상단에는 샘플드럼비트 또는 배

경음악재생 버튼, 연주녹음 버튼, 커스텀 드럼 버튼, 그리고 기타설정버튼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i. 샘플 드럼비트 또는 배경음악 재생 버튼은 기존에 준비되어있는 샘플형태의 드

럼 비트나 사용자가 원하는 드럼 비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 연주녹음버튼은 사용자의 드럼 연주음을 녹음할 수있도록 합니다 

iii. 커스텀 드럼 설정 버튼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드럼음을 커스

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드래그 & 드롭 형식으로 드럼의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v. 기타 설정버튼으로 각 드럼별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거나 드럼스틱 위치 초기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b-2. 음악재생 

초기화면에서 음악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녹음했던 연주를 다시 재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b-3. 공유하기 

 초기화면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성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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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드럼스틱 

a. 현재 진행상황 

 

 

 

 

 

 

b. 진행상황 세부 내용 

 b-1. 누르는 힘(압력) 측정 기능 

press_val1 = Serial.AnalogRead(입력센서); 

//압력세서의 민감도 & 오류도 테스트후  따라 필터링 소스 추가예정 

send_data.press = press_val1// 필터링된 값을 값을 보낼 데이터 포멧에 저장 

 

누르는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누르는 힘을 알아낸다. 센서가 하드 

웨어이기에 직접적인 테스트를 통해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는 필터링과 관련된 소스

를 삽입할 예정이다.  

 b-2. 가속방향 감지 기능 

신 유형의 제품이다 보니 인터넷에 프로젝트와 맞는 예제용 소스가 없다. 제품 도

착 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아두이노 스케치에 자체 내장된 함수 둘 다 써

본 뒤 프로젝트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려 한다. 

 

내용 진행률 비고 

누르는 힘(압력) 측정 기능 40% 부품 미 보유로 인해  

몇몇 부품 소스코드만 존재. 

 

테스트없이 소스만 있기에  

잠정적으로 40%라 계산 

가속방향 감지 기능 0% 

블루투스 연결 & 전송 기능 40% 

타격 순간 감지 기능 40% 

스위치 편의 기능 20% 

부품 미 보유상태 이며, 하드

웨어적인 게 많아서 위와는 

다르게 20%로 잠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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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블루투스 연결 & 전송기능 

Void setup(){ 

Ble_Serial.begin(9600);’ 

} 

Void run(){ 

    Ble_Serial.println(send_data+”\n”); 

} 

      기기의 실행시 한번만 실행되는 코트부분인 setup함수 부분에서 블루투스 모듈 통 

신 시작을 설정한다. 그 후 무한히 실행되는 함수인 run()함수 안 에서는 센서를 통

해서 읽어진 값을 해동 포트로 쓰기만 한다. 프로젝트 특성상 핸드폰에서 데이터가 

오질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b-4. 타격순간 감지 기능  

temp_press = Serial.AnalogRead(입력센서); 

if(temp_press > thresh_hlod){ 

   // 여기에 하드웨어에 맞는 필터링 관련된 소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 필터링 후 타격 순간이라 판단되면, 가속방향을 가져온다. 

   Is_heat = true; 

} 

send_data.press = press_val1// 필터링된 값을 값을 보낼 데이터 포멧에 저장 

    타격순간 감지 기능은 일정 값 이상의 압력 값이 감지되거나 필터링을 통해 타격순간 

이라고 감지하게 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타격순간을 감지할 예정

이다. 

  b-5. 스위치 편의기능 

 스위치는 아두이노의 소스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움직이기에 제품 도착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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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1.1  어플리케이션 

- 소리 재생 : 드럼스틱에 부착된 센서들과 연동하여 드럼스틱을 휘둘렀을 때 앱에서 소리

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이다. 이 때 드럼스틱에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와 방향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소리들을 녹음하여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설정 : 소리 재생 기능이 완료된 후에 사용자 편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리를 설정할 

수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3.1.2  드럼스틱 

- 압력 측정 :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드럼스틱을 사용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센서를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를 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 가속방향 측정 가속방향센서를 사용하여 드럼스틱을 휘둘렀을 때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안드로이드 앱과 통신 :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드럼스틱에 부착된 아두이노와 안드

로이드 앱을 연동하여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할 것이다. 

- 스위치 기능 : 스위치를 통해서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