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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제 타악기인 드럼을 쉽게 착용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전자악기로 구현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접근성 증가를 목적

으로 만든 기기 연구이다. 제안하는 기술은 Arduino를 이용한 기기로써, 크게 스피커와 여러 개의 터치패드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것은 휴대성이 편리하도록 소형화함과 동시에 다루기 쉽도록 신체구조에 맞춘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키워드: 비트드럼(beatdrum), 모바일드럽(mobile drum), 용이한 접근성(easy accessibility)

I. 서 론

요즘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종 매체에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다. 특히 TV프로그램에서 직접 스스

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래

서 초보자도 쉽게 누구나 음악 연주를 쉽게 할 수 있는 악기를 연구

해보았다. 우리는 악기 없이도 손으로 손뼉을 치거나 자신의 무릎을 

치는 등, ‘친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박자를 맞추거나 리듬을 탄다. 
따라서 이 ‘친다’라는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타악기’를 컨셉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드럼’을 모

티브로 삼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관련연구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제안기술의 설명, 4장에

서는 제안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Beatrum 구성 및 설계

상업화된 전자악기로는 미국의 ICON digital, 일본의 Roland, 
야마하, KORG사의 마스터 키보드들을 비롯하여 Wind 미디 컨트

롤러의 AKAI profession사의 Akai EWI4000S, 야마하社의 WX5 
YAMAHA Midi Controller 등이 있으며, 전자악기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력이 융합된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다[1-4]. 이러한 전자악기의 흐름에 맞춰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초보자도 쉽게 

연주가 가능한 것이 이 Beatrum 이다. Beatrum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eat + Drum의 합성어로 지었다. 여기서 

이 제품이 Drum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우선 제품의 

속성이란 제품이 갖고 있는 외적 및 내적의 모든 특성과 성질을 

조합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소비자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품

의 속성의 분류는 4가지가 있다. Essential Attribute, Formal 
Attribute, Perceived Attribute, Augmented Attribute로 나눠진다. 
이중에서 Beatrum이 drum의 기본적인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Formal Attribute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5]. 
다음은 Beatrum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크게 분류를 하면 터치를 

인식하는 패드가 3개씩 2쌍과 스피커부분(본체)으로 이루어져있다. 
패드 안 에는 압력센서와 LED가 들어있고, 소리를 내보낼 스피커와 

각 신호를 처리하는 Arduino UNO R3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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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포츠 암 밴드와 스마트폰

Fig 1. Sports arm band and smartphone

그림 1에서 스마트폰을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Sports arm band에 

장착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응용하여 Beatrum을 양 허벅지

에 각각 3개의 패드를 그림 2와 같이 장착한다.

그림 2. 패드를 장착한 모습

Fig 2. Equipment pad mounted on the thigh

III. 본 론

1. 일반적인 드럼의 구성

 Beatrum의 각 패드는 실제 드럼의 소리를 구현하는데, 일반적

인 드럼 세트는 6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베이스 드럼

(Base Drum)으로, ‘쿵~’하는 여운이 있는 소리를 낸다.  두 번째는 

스네어 드럼(Snare Drum)이다. 베이스보다 작은 북으로써, 연주 

시 ‘딱’ 소리를 낸다. 세 번째는 탐(Tom)이다. 중간 크기의 크기로

써, 피치감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네 번째는 하이햇(Hi-hat)이다. 
이는 다시 클로즈 하이햇(Close Hi-hat)과 오픈 하이햇(Open 
Hi-hat)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칫칫’하는 음색이고, 후자는 ‘치~’하
는 긴 음색을 낸다. 다섯 번째는 라이드 심벌(Ride Cymbal)이다. 
스윙 재즈에서 ‘치칫키 치칫키’라는 리듬으로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크래쉬 심벌(Crash Cymbal)이며, ‘챙~’ 하는 화려한 음색이 특징이

다[6].

2. ATmega328 제어부

ATmega328의 코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Arduino UNO R3

Fig 3. Arduino UNO R3

각 패드의 입력 값을 저장할 6개의 변수, LED 변수 6개 등을 

선언한다. 변수에 입력 값이 들어오면, 해당 패드에 들어있는 LED
에 On신호를 보내고 입력 값은 시리얼 통신으로 보낸다. ex) 1번 

패드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1번 패드의 LED에 On신호를 보낸다

[7-9].

3. 압력센서 입력부

압력센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검출하여 계측이나 제어에 용이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이다.

그림 4. 압력센서 0.5

Fig 4. Force Sensitive Resistor 0.5

압력의 세기를 측정하여 그 값을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서버(PC)
로 보낸다. 측정 받은 값을 소리의 세기로 변환한다. ex) 받은 압력이 

50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압력 값과 비교하여 적절한 값을 시리얼통신

으로 전송하게 된다.

4. 서버부

서버부에서는 사용자가 압력센서와 시리얼통신을 통하여 입력한 

값과 그 값을 측정한 압력센서의 Pin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해당 값을 Processing에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압력센서에서 

값을 받았다는 결과로 LED가 On이 되도록 값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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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cessing 실행부

서버부(PC)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음

원파일을 찾아서 측정된 크기만큼의 소리를 출력한다.

IV. 실 험

본장에서는 그림 5와 같이 Arduino와 압력센서, 스피커로 구성된 

Beatrum의 작동을 실험을 한다.

그림 5. 전체 실험 구성도

Fig 5. Overall Structure of Experimental setup

압력센서에서 얻은 압력의 세기를 ATmega328에서 받아들여 그 

값의 크기만큼의 소리를 스피커에서 발현하는 동시에 LED가 켜지

는 구성을 하였다.

1. 입력센서 실험

그림 6과 같이 압력센서를 누르는 순간 누르는 값의 세기를 측정한

다. 눌리는 값의 세기는 ATmega328의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측정

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들은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서버(PC)로 전송

된다. 압력센서가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읽는 값을 보면 값이 단숨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7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증가한다.

그림 6. 압력센서의 세기측정

Fig 6. Strength measurements of the pressure sensor

압력센서의 값에 따라서 소리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코드 상에

서 입력받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읽어오도록 했다.

그림 7. 가속하는 입력센서

Fig 7. Acceleration to the pressure sensor

2. 시리얼 통신 실험

그림 8. 압력센서의 구분

Fig 8. Classification of the pressure sensor

압력센서로 입력 받은 값은 그림 8의 시리얼 통신에서 확일 할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값을 받아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delay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delay함수와 배열을 

사용하여 일정량의 값을 읽어오도록 하였다. 또한 6개의 압력센서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압력센서가 담당하고 있는 음에 

대한 값에 String값을 넣어서 각각의 음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림 

8은 Hi-hat을 담당하는 압력센서를 눌렀을 때 생기는 시리얼 통신결

과 화면이다.

V.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Beatrum의 휴대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특징을 

살려서, 이 기기를 통해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음악

에 흥미를 느끼길 바란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나라 전자악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악기의 성능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악기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패드 뿐 만 아니라 스피커까지 무선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휴대성은 더욱 증가되지만, 여전히 블루투스나 WIFI 기술은 전송속

도나 주파수 간섭의 문제로 인해서 리얼 사운드를 지원하는 무선 

스피커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음질에 문제가 생긴

다는 것이다[10].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여전히 악기 연주를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해당 

분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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