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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럼은 인의 스트 스 해소와 노인 치매 방, 소아의 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면, 악기의 크기

가 크고 연습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시간 , 공간 인 제약이 많은 악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

럼을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은 진동센서가 부착된 드럼 스틱과 휴 폰용 어 리 이션만으로 드럼연주가 

가능하다.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은 드럼 스틱에 장착된 진동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드럼 연주 신호

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휴 폰에 설치된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진동 신호를 드럼 연주 소리로 변

환하여 출력한다. 한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은 사용자의 연주 패턴을 분석하여 드럼의 기본 패턴과

의 박자, 음정, 세기에 한 유사도 수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드럼 실력 향상에 도움을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연주하는 동안 진동 센서에서 인지한 신호를 하나의 박자로 구

분하기 한 제어 기술과 실시간 연주  유사도 수를 제시하는 에어 드럼 교습 어 리 이션 

‘WeFlash’의 설계와 구  결과를 제시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필요성

드럼과 같은 타악기는 인의 스트 스 해소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노인 치매 방과 아이들의 뇌 성

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드럼은 크기와 연주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간 , 공간  제약과 드럼 교습 

비용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

다. 

드럼 연습을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1][2][3]이 있지

만, 드럼 보자를 한 교습 기능보다는 연주 기능에 

을 두고 있어 오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공간, 비용 제약 없이 드럼을 연

습 할 수 있도록 진동 센서와 드럼 스틱, 휴 폰만으로 드

럼연주가 가능한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은 진동 센서가 부착된 드럼 스

틱과 드럼 연주 소리를 출력하고 교습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 ‘WeFlash‘로 구성된다. 

진동 센서가 부착된 에어 드럼 스틱을 이용해서 드럼 

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드럼 연

습을 할 수 있으며, ’WeFlash‘에서 제공하는 패턴 연습 기

능을 이용해 40개의 드럼 기  패턴을 배울 수 있다. 패턴 

연습 기능은 사용자의 연습 패턴을 분석하여 기  패턴과

의 차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를 이용해 사용자는 

자신의 연주 리듬을 조율하면서 기  패턴을 익힐 수 있

다. 

2. 련연구

1) 드럼 어 리 이션

어 리 이션 기반 드럼 연주 시스템으로는 Real 

Drum[1], 드럼 세트 무료[2], 심  드럼 디럭스[3] 등이 존

재한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91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그림 4) 에어드럼 스틱

어 리 이션 기반의 드럼 연주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장착된 드럼 세트에 해당하는 

악기의 소리를 출력하거나, 연주를 녹음해주는 기능을 포

함한다. 드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지

만, 보자에게는 드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기 부터 제 로 배울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실제 드

럼을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그림 1) 드럼 어 리 이션 기능 시[1],[2]

2) Free Drum

드럼 기기 없이도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드럼 시스템

으로 ‘Free Drum[4]’이 있다. 이 시스템은 장소에 상 없

이 스틱을 휘두르는 행 를 통해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가상 드럼장치로, 기존 드럼의 제약을 많이 해결한 시스템

이다. 드럼 스틱에 본체 역할을 한 센서를 부착하고, 스

마트 폰과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드럼 연주가 가능하며, 

드럼 악기의 치에 따른 소리를 출력해  수 있다. 그러

나 기존의 드럼 어 리 이션과 같이 드럼 보자들이 이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그림 2) Free Drum[4]

 II. 본  론

3.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 구성

에어 드럼 교습 시스템은 진동센서가 부착된 드럼 스틱

과 진동 센서의 신호를 분석하고 모바일 어 리 이션으

로 송하는 아두이노 장치 부, 드럼 연주 소리를 출력하

고 교습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 ‘WeFlash

‘로 구성된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3 - 1 .  진동센서가  부 착 된  드럼스틱

 완성된 에어드럼 스틱(그림 4)은 진동센서를 부착하고 아

두이노와 연결되어 진동을 인지한다.

일반 자 드럼 센서로 사용되는 피에조 센서(그림5.1)

는 가해진 압력을 인지해야만 신호를 발생하기 때문에 에

어 드럼 교습 시스템에 합하지 않다. 반면에 표 인 

진동 센서인 SW-420(그림5.2)은 센서의 흔들림을 감지해

서 신호를 발생하기 때문에 허공에서 연주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에어드럼 스틱에 SW-420 센서를 부착

한다.

            

(그림 5.1) 피에조 센서   (그림 5.2) SW-420

3 - 2 .  아 두 이노  장 치 부

아두이노는 진동 센서의 신호를 받아 분석하고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6)는 센서

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한 하드웨어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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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드웨어 구조도

(① 아두이노 , ② 통신 센서 , ③ 진동 센서)

아두이노가 진동 센서의 신호를 분석하는 흐름은 다음

과 같다.

1. 로그램이 시작되면 0.05  마다 2개의 SW-420센서가 

스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의 타격을 감지한다. 한 박

자는 0.25 마다 구분한다.

2. 아두이노는 사용자의 타격 1000~1040에 해당하는 값만 

인지한다.

3. 한 번의 타격에 여러 번의 1000~1040값이 발생(그림 

7.1)하면 첫 신호를 인지한 후, 0.25  동안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한 박자로 처리한다. 

4. 한 박자를 인식하면 아두이노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다음 박자를 인식할 때 두 박자 간의 시간 간격을 계

산한다.

5. 실시간으로 해당 연주동안 인식한 모든 박자와 그 박자 

간의 간격(  시간)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어 리 이

션으로 송한다. 

      (그림 7.1)                 (그림 7.2)

박자 구분 알고리즘 용  / 후

3 - 3 .  에어드럼 교습 어 리 이션  W e F l a s h

1 )  W e F l a s h  시스템 구성

 모바일 어 리 이션 ‘WeFlash’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에

게 기  패턴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메인화면(그림 8)에서 사용할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 패턴 연습 유형 선택(좌), 패턴 연습 창(우)   

 연습하기 메뉴(①)에서 사용자는 특정 드럼 기  패턴, 

혹은 랜덤 드럼 기  패턴을 연습하고, 시스템은 사용자 

연주와 실제 드럼 기  패턴과 비교 분석해 연주의 능숙

도를 제공한다. 연주하기 메뉴(②)에서 사용자는 드럼 기

 패턴과 계없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연습하기와 

연주하기 기능이 시작되면, 진동 센서에서 발생한 신호를 

어 리 이션에서 수신하여 드럼 소리로 변환, 출력해주고 

연주 종료 후, 사용자의 연주 장 여부에 따라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 연주 기록을 장할 수 있다. 기록보기 메뉴

(③)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된 사용자의 과거 연주 

내역과 드럼 기  패턴과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어 부

족한 부분을 복습할 수 있다. 이 때, 연주 내역은 최근 날

짜순으로 정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 )  드럼 기  패 턴  비 교 방 법 

사용자의 연주와 실제 드럼 기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도 수를 제시한다. 유사도 수 계산에 사용되는 데

이터는 크게 사용자의 연주 신호와 드럼 기  패턴의 정

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연주 신호는 드럼 스틱

에 부착된 진동 센서에서 생성된 값이고, 드럼 기  패턴

의 정답지는 40개의 MIDI 일을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로 변환한 것이다.

두 상의 비슷한 정도를 구하기 해 L1 Distance 계

산 방식[10][11]을 응용하며,  데이터의 시간, 음정, 세기에 

각각 40%, 30%, 30%의 가 치를 두고 계산한다.

   

(그림 9) 패턴 분류 정답률

시험용 데이터를 통해 검사한 유사도는 평균 으로 

72%의 정답률을 갖는다. 정확도를 개선하기 해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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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패턴 연습 유형 선택(좌), 패턴 연습 창(우)

능 알고리즘인 Logistic classification을 용하고, 드럼 기

 패턴을 학습시켜 개선하고자 한다.

3 )  구 결 과  

사용자는 (그림 9)과 같이 연습하고자 하는 드럼 기  

패턴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기  패턴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패턴을 연습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녹음을 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에어드럼 스틱과 연결하고, 연결이 완료되면 

드럼 스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어 리 이션으로 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습을 해 드럼 스틱을 흔들면, 아두

이노에서 스틱의 진동 센서의 값을 어 리 이션으로 송

신한다. (그림 10)과 같이 어 리 이션에서는 수신한 데

이터의 값인 흔든 손의 치  시간을 출력한다. 손의 

치는 R(오른쪽), L(왼쪽)로 구분하며, 시간은 시작 시간 0

을 기 으로 된 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연주가 종료되면 드럼 기  패턴과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연주결과를 (그림 11)과 같이 보여 다.

(그림 11) 드럼 기  

패턴 연습 화면

(그림 12) 연주 패턴 

분석 결과

III. 결  론

일반 인 드럼 장치는 시간과 공간, 경제 인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 기존의 드럼 어 리 이션들은 드럼 보

자를 한 교습 기능보다는 연주 기능에 을 두고 있

어 오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진동센서를 부착한 

드럼스틱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간 , 경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습용 드럼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연주 패턴을 분석하여 드럼의 

기본 패턴과의 박자, 음정, 세기에 한 유사도 수를 제

시하므로 사용자의 드럼 실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WeFlash 시스템은 스틱에 치센서를 추가

로 장착해서 스틱의 치에 따라 심벌즈, 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구성의 소리가 나도록 개발하여 실제 드럼과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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