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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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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능적인 부분은 대부분 되어있지 않고 화면 구성을 하였습니다. 초기메뉴에서 연 

주 버튼을 누르면 배경음악 재생버튼만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현재 드럼스틱이 타격할 시

에 어플리케이션에 신호를 띄워서 드럼의 어느 부분이 타격이 됐는지 표시하는 것을 개발 

중입니다. 

  a-1. 음악목록 확인 가능 

메뉴 중 음악 재생을 들어가서 배경음 선택 버튼을 누르면, 연습 시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  는 음악 파일을 고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a-2. 초기메뉴 화면에서 음악 재생버튼 삭제 

초기메뉴의 음악 재생과 연주메뉴 내부의 음악재생버튼이 기능이 겹치므로 초기화면의  

음악재생 버튼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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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음악재생 버튼, 연주녹음 버튼, 커스텀 드럼 버튼, 그리고 기타설정버튼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 음원파일을 다루기 위해 주로 사용할 두 클래스 

 MediaPlayer player; 

    MediaRecorder recorder; 

 

샘플 드럼비트 또는 배경음악 재생 버튼은 기존에 준비되어있는 샘플형태의 드럼 비트나 

사용자가 원하는 드럼 비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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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비트 배경음악 재생 소스 

// 기존의 재생중이던 음원소스를 중지하고 새로운 소리를 재생하는 소스  

private void playAudio(String url) throws Exception { 

    killMediaPlayer(); 

 

    mediaPlayer = new MediaPlayer(); 

    mediaPlayer.setDataSource(url); 

    mediaPlayer.prepare(); 

    mediaPlayer.start(); 

} 

private void killMediaPlayer() { 

    if (mediaPlayer != null) { 

        try { 

            mediaPlayer.release();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 연주녹음버튼은 사용자의 드럼 연주음을 녹음할 수있도록 합니다 

// 녹음을 시작할 때 알리며, 녹음 내용의 소스 

try {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녹음을 시작합니다." 

, Toast.LENGTH_LONG).show(); 

 

    recorder.prepare(); 

    recorder.start(); 

} catch (Exception ex) { 

    Log.e("SampleAudioRecorder", "Exception : ", ex); 

} 

 

커스텀 드럼 설정 버튼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드럼음을 커스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드래그 & 드롭 형식으로 드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드럼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내용에서 빼기로 함 

기타 설정버튼으로 각 드럼별로 소리 크기를 조절하거나 드럼스틱 위치 초기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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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설정은 기존의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치 초기화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b-2. 음악재생 

초기화면에서 음악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녹음했던 연주를 다시 재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저장된 파일을 읽어올 소스  

// 일단은 쓸 소스를 생각해놓았지만, 기존의 음악파일 불러오기 화면을 띄울 생각임  

public void onClick(View view) { 

    try { 

        playAudio(AUDIO_URL); 

 

        Toast.makeText(getApplicationContext(), "음악 파일 재생 시작됨.", Toast.LENGTH_SHORT).show();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b-3. 공유하기 

초기화면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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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데이터 포멧에 저장 

if(press_val1 < Theresh_Hold ){ //일정값 이상만 관심을 가진다 (1차필터) 

//블루투스 모듈로 값을 보낸다 

} 

 

누르는 힘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누르는 힘을 알아낸다. 각 센서별로 

정해진 값을 이상이 감지될 시 b-4의 타격순간 감지후 각 센서의 위치와 감지된 힘

의 크기를 전송한다. 센서가 기본 최소값이 없고 환경에 따라 출력되는 최소값이 

달라지기에 이에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자 Thresh_hold값을 두었다. 또한 미약하게

나마 아두이노 전원 절약효과도 있다. 

내용 진행률 비고 

누르는 힘(압력) 측정 기능 100% 
누르는 힘의 세기 

감지 가능 

가속방향 감지 기능 0% 기능 제거 

블루투스 연결 & 전송 기능 90% 
아주 가끔씩 Null값이 

날아가는 문제 존재 

타격 순간 감지 기능 50% 

타격순간 감지가능. 

현재 알고리즘 개선 예정이라 

잠정 50% 

스위치 편의 기능 20% 

우선순위가 낮아 

위의 기능을 구현 후 

구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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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가속방향 감지 기능 

    압력센서를 통해서 타격된 위치를 알아내고 출력할 소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속되는 방향으로 소리를 출력하는 것은 다소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까다롭고 

    타격하는 순간 진동등에 의해 센서가 읽은 가속 방향값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문제도  

    있어 없앴다. 

  b-3. 블루투스 연결 & 전송기능 

// 소스를 올리기 전에 기계를 시리얼모니터로 AT명령어를 통해서 

// 슬레이브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출고되는 제품은 마스터로 오기에  

//이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시 문제가 발생한다. 

 

Blu_Serial.println(press_val1); 

int blue_tx = 2; 

int blue_rx = 3; 

SoftwareSerial blu_serial(blue_tx, blue_rx); 

 

Void setup(){ 

blu_serial.begin(9600);’ 

} 

Void run(){ 

    If( 출력보낼 값이 있는가?){ 

Blu_Serial.println(압력센서 위치) 

   Blu_Serial.println(press_val1) 

   delay(10); 

} 

}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흐름이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로만 값이 전송된다. 이에  

블루투스 모듈을 “슬레이브”로 설정해둬야 원할히 작동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서 블루투스모듈을 “슬레이브”로 설정한다. 그 뒤에 println문으로 값을 핸드폰으로 

보낸다. 값을 전송 후 10ms를 기다리는 이유는 핸드폰이 값을 송신 받는 시간을 줌

으로써 오류를 최소화 하고, 아날로그 -> 디지털 변환 문제중 중 하나인 센서 값이 

진동 값으로 감지되는 형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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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타격순간 감지 기능  

   압력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값들을 미분하여 값이 확 증가하는 구간(미분 값 > 0 구간) 

   은 ‘타격순간’으로 판단하고, 미분 값이 확 감소하는 구간(미분 값 < 0 구간)은 ‘스틱을  

   떼는 순간’으로 판단하여 타격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자 한다.  

 

  b-5. 스위치 편의기능 

아두이노 파트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부분이라 진행하지 않았다. 왠만한 기능이  

전부 구현된 뒤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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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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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 전송 & 연결 기능 : 현재 센서의 값이 전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하드웨어의 특성상 30번에 1번 정도씩 값이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이 문제는 값을 전송할 때 입력해 준 delay의 시간을 더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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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해 보려고 한다. 

-  타격순간 감지 기능 : 현재 타격이 이루어지면 모든 값들이 전송되도록 구현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드럼스틱을 누르고 있으면 값이 계속 전송될 것이기 때문에 소음 발생 가

능성도 있고 비효율적인 전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미분을 이용한 방법이나 

시간 간격 차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볼 것이다.  

미분을 이용한 방법은 위에 작성된 것처럼 구현할 것이고, 시간 간격에 의한 방법을 설

명하자면 어느 시점에서 타격이 이루어지고 0.1초 이후에도 기준 값(200) 이상의 타격 값

이 측정된다면 뒤에 들어오는 값들을 버리게 할 것이다. 이는 보통 타격을 한 번 하면 

0.1초 이내에 타격이 끝날 것임을 가정한 것으로, 0.1초 이후에도 게속 일정 값 이상의 

값이 전송된다는 것은 채를 잡고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