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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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2.1 수행내용 

2.1.1  어플리케이션 

a. 시작에서부터 매인 화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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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플에 블루투스에 관한 권한을 주어 만들었다. 어플을 시작하면 어플에서 먼저 블루

투스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블루투스에 연결을 진행한다. 연결 직후에 연결된 정보를 화

면에 확인 메시지를 띄워주며, 이렇게 되면 연결이 완료 된 상태이다. 

 위 화면을 보면 상단에 7개의 버튼이 있고, sample1과 sample2의 버튼이 있다. 각각의 

버튼을 설명하겠다. 

 

1) 플레이버튼 :  안드로이드 내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버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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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정지 : 노래를 일시정지시키며, 시키는 당시의 노래의 재생위치정보를 저장하여 

다시 재생할 때에 그 위치에서 재생을 시작하도록 한다. 

 

3) 정지버튼 : 노래를 정지시키며 노래의 재생위치정보를 0으로 초기화 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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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음버튼 : 현재까지는 버튼만 만든 상태로 외부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소리를 인식해서 녹음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5) 노래선택버튼 : 안드로이드에 저장된 노래 목록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노래 

목록을 골라 재생하는 기능을 한다. 

 

6) 옵션버튼 : 이 어플에서 발생하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어플을 안드

로이드 외부 버튼으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소

리와 드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의 음량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

았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드럼스틱 및 배경의 두 sample1, sample2 버튼의 음원 파일

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드럼스틱으로 발생시키

는 음원파일을 tom에서 snare 등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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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mple1, sample2 : 이 둘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드럼스틱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발생

시키는 버튼이다. 

  

b. 이전 보고서 진행 내용 및 결과 

A. 연주하기 

1) 원하는 드럼비트와 배경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드럼비트, 배경음악)의 소리를 각각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2) 연주녹음버튼을 만들어놓았지만, 이는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

리를 감지해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미개발 상태이다. 

3) 원래는 이미지를 끌어와서 드럼스틱의 발생음을 직관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를 스크롤을 내리는 것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편히 보고 고를 

수 있도록 좀더 직관적으로 개발하였다. 

4) 드럼스틱의 위치를 인식하는 센서는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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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B. 음악재생  

1) 녹음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녹음이 개발되면 바로 재생이 가

능하게 개발했다. 

C. 공유하기 

1) 녹음기능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필요 없는 기능이다. 

2.1.2  드럼스틱 

a. 진행내용 

 

 

 

 

 

 

 

 

 b. 진행상황 세부 내용 

b-1. 가속방향 감지 기능 

    대부분의 경우 드럼을 두드릴 때 y축으로만 움직이며 타격하는 순간 급격히 가속도가 

    올라간다. 이점에 생각해서 가속방향 감지센서에서 y축만 감지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정해진 임계값을 넘어갈 경우 블루투스로 출력하게 끔 하였다.  

내용 진행률 비고 

누르는 힘(압력) 측정 기능 0% 해당 기능 제거 

가속방향 감지 기능 100% Y축을 통한 타격 순간 감지 

블루투스 연결 & 전송 기능 100% 
아주 가끔씩 Null값이 

날아가는 문제 존재 

타격 순간 감지 기능 100% 
가속방향과 더불어 타격순간 

감지가능. 

스위치 편의 기능 0% 

해당 기능 제거 (현재 구현단

계에서는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 

회로도 구성 100% 구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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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beginTransmission(MPU);    //데이터 전송시작 
Wire.write(0x3B);               // register 0x3B (ACCEL_XOUT_H), 큐에 데이터 기록
Wire.endTransmission(false);    //연결유지 
Wire.requestFrom(MPU,14,true);  //MPU에 데이터 요청   
 

//데이터 한 바이트 씩 읽어서 반환 
AcX=Wire.read()<<8|Wire.read();  // 0x3B (ACCEL_XOUT_H) & 0x3C (ACCEL_XOUT_L)     
AcY=Wire.read()<<8|Wire.read();  // 0x3D (ACCEL_YOUT_H) & 0x3E (ACCEL_YOUT_L) 
AcZ=Wire.read()<<8|Wire.read();  // 0x3F (ACCEL_ZOUT_H) & 0x40 (ACCEL_ZOUT_L)   
 
Wire.beginTransmission(MPU2);    //데이터 전송시작 
Wire.write(0x3B);               // register 0x3B (ACCEL_XOUT_H), 큐에 데이터 기록
Wire.endTransmission(false);    //연결유지 
Wire.requestFrom(MPU2,14,true);  //MPU에 데이터 요청 
 
//데이터 한 바이트 씩 읽어서 반환 
AcX2=Wire.read()<<8|Wire.read();  // 0x3B (ACCEL_XOUT_H) & 0x3C (ACCEL_XOUT_L) 
AcY2=Wire.read()<<8|Wire.read();  // 0x3D (ACCEL_YOUT_H) & 0x3E (ACCEL_YOUT_L) 
AcZ2=Wire.read()<<8|Wire.read();  // 0x3F (ACCEL_ZOUT_H) & 0x40 (ACCEL_ZOUT_L)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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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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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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타격순간 감지 기능  

if(AcY > 9000){ 

if(millis() - prev_time1 > time_gap){ 

blu_serial.print("1"); 

} 

prev_time1 = millis(); 

} 

if(AcY2 > 9000 ){ 

if(millis() - prev_time2 > time_gap){ 

blu_serial.print("2"); 

} 

prev_time2 = millis(); 

} 

손목으로 가볍게 휘두르는 세기(9000)로 타격해야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너무 살짝만 충격이 가해져도 소리가 나버리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9000 이상의 세기로 두드릴 때만 블루투스 통신으로 값을 어플리케이션에 전송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송신을 할 때 타격순간을 알아내게 하여 한 번 휘둘렀을 

때 여러 번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되게 구현하였다. 따라서 한번 스틱을 휘두르

면 데이터가 한 번만 전송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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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회로도 구성 

<2개의 가속도 센서를 한 개의 아두이노에 연결> 

 

<블루투스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 

- 아두이노 한 개에 두 개의 GY-521 센서를 부착하여 브레드보드에 연결하였다.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 센서당 1개씩 총 2개의 MPU를 선언하고 각 센서에서 보내는 데이터

값들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 다음, 2개의 센서에 번호를 붙여서(1, 2) 각각 작동되는 센서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번호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는 앞에 사용했

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그리고 휘두르는 세기에 상관없이 일정 세기(값) 이상으로 휘두르면 모두 같은 세

기로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즉 소리의 세기를 고려하지 않고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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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스틱을 위아래(Y)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만 값이 전송되어 소리가 발생하도록 구

현하였다. 다른 방향(X, Z)으로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밀함이 요구되어 이번 캡스톤 2 

과제에서는 Y 방향에 대해서만 구현하였다. 

2차 중간보고까지의 내용 중에서 압력센서를 자이로센서로 바꾸었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방식은 다 비슷하게 구현하였다. 따라서 직접 스틱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허공

에서 위아래로 휘두르기만 해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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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방향이 현재까지는 Y 방향으로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X나 Z방향에 대해

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향

에 대해 휘두르는 세기에 따라 소리의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완벽함이 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드럼 스틱을 빠르게 두드렸을 때에도 값이 다 전송될 수 

있도록 센서의 정밀도를 더 체계화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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