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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가급성장하고산업화가가속화되면서생활수준이향

상되었다. 이는 소비습관을 변화시키고 폐기물 발생량이 증

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오염 문

제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5년 분리수거제도와쓰레기종량제를시행하면서폐기

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한다. 분리수거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유리, 종이, 금속) 중 플라스틱은 분해하는데 500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

면 환경오염에 가장 치명적이다. 2018년 8월 환경부에서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

라카페, 음식점등에서매장내음료를마실경우 1회용컵을

제공할수없고머그컵과같은다회용컵이나종이컵을사용

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방역을 이유로 시행령을 유예하는 등 일부 카페에

서는 여전히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테이크아웃점 및 카페 점포가 많아 1회용 컵의 이용

률이 높고 폐기물 역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 및 공동

주택은분리수거가잘이루어지는반면길거리, 주택가, 그리

고 원룸 단지 등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

발적으로 분리수거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활용하여 근처 분리수거함 위치를

알려줌으로써길거리쓰레기를줄이는동시에재활용률을증

가시키고자 한다.

2. 동향 분석

2.1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

동에더이상필요하지않게된물질’이라고정의한다. 폐기물

은 1차적으로 발생원에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

분하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한

다. 폐기물관리는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고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

다[1].

재활용이가능한품목중가장많이쓰이고있는플라스틱

은 환경오염에 가장 치명적이다. Geyer, Jambeck 등은 1950

년 이후 2015년까지전세계플라스틱생산및폐기물발생량

을추정하였다[2]. 연구에따르면 1950년 전세계플라스틱생

산량은 200만 톤이었으나, 2015년 4억 700만 톤으로 65년간 2

백 배이상증가하였고, 2015년 폐플라스틱은 3억 200만 톤으

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생산량은아시아지역이 50%를차지하며, 중국이

29%로전세계에서가장많다. 국내 2016년 기준플라스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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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비콘을활용하여분리수거함위치를알려주는모델을제안한다. 폐기물에서재활용이가능한품목은대
표적으로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등이있고, 이 가운데플라스틱은환경오염에가장치명적이다. 연구방법으로플라스
틱 관리현황 및 기존 IoT 분리수거 기기를 알아본다. 근처 분리수거함이 있으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콘을 활용하여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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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발생량은약 1010만 톤이다. 생활폐기물이 520만 톤으로

약 50%를차지하며, 사업장폐기물이 440만 톤, 건설폐기물이

50만톤이다. 그중소각되는양은 400만 톤, 재활용되는양이

500만 톤, 매립이 100만 톤이다[3].

2.2 IoT 분리수거기

재활용의참여유도와효율적인재활용을위해서 IoT를접

목한분리수거기가개발되고있다. 이는수거업체의수거과

정불편함을개선하고, 선별장의작업효율성을높인다. 특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를 지급하며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2.2.1 수퍼빈사의 네프론

이용자가 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우선 내부에 설치된 카메

라로사진촬영을한다음 AI 이미지기술을이용하여재활용

이가능한지판단한다. 이때오염이심할경우배출한다. 재활

용이 가능한 용기는 이용자에게 개당 10포인트씩 적립하여

2,000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

다[4].

2.2.2 오이스터에이블

오늘의분리수거앱과연동된분리수거함은전국 250개 이

상설치되어있고각지자체, 기업과제휴를맺고있다. 앱내

의 배출하기를 실행하면 회원 코드를 배출함에 있는 스캐너

에 스캔한다. 이후 재활용품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스캔한 후

배출함의 초록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투입한다. 투입이 완료

되면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5].

2.3 비콘

블루투스 4.0(BLE: Bluetooth Low Energy)이 나오며저전

력 기술이 개발되어 비콘이 주목받고 있다. 비콘은 지속적인

신호를 발생시켜 위치 정보를 알리는 장치이며, Wi-Fi, 초음

파, 가시광선 등의 신호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BLE 기술의

저전력 특성으로 블루투스 비콘을 주로 활용한다[6].

특히 실외에서는 주로 GPS를 사용하는데, 실내에서는정확

도가떨어져비콘을활용한다. 정확한위치정보특성으로주

로 알림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 Offline to Online)

에 활용하며, 블루투스 비콘은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

악하여, 위치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

할수있어광고, 쿠폰발행등의알림서비스로활용할수있

다[7].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알림으로써 길거리, 주택가, 번화가 등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 한다.

3. 분리수거함 위치 알림 모델

IoT분리수거함기기들이있으나홍보등이미흡하여자칫

존재조차모르고지나칠수가있다. 본논문에서는분리수거

함 기기들과 비콘을 접목하여 근처 분리수거함 기기들의 위

치를알려줌으로써사용자의분리수거이용참여율을높이고

자 한다.

3.1 구성도

모델의 구성은 비콘이 설치된 분리수거함, 사용자, 서버가

있다. 비콘은블루투스신호를기반으로하며, 비콘이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일정 거리 내에서 지속적인 비콘 신호를 광고

한다. 사용자는비콘신호범위안에진입하면신호를수신하

고, 서버에비콘데이터를전송한다. 서버는사용자로부터수

신한 비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비콘 분리수거함의 위

치 데이터를 전송한다. 모델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구성도

3.2 흐름도

사용자는 비콘으로부터 UUID, Major ID, Minor ID 값을

수신하고, 사용자는 앱 백그라운드에서 서버로 데이터값을

전송한다. 서버로전송되는데이터는비콘패킷데이터, 시간,

사용자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비콘이

있는분리수거함의정확한위치정보와분리수거가가능한지

에대한수용량, 적재량정보를수신한뒤분리수거를실행한

다.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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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흐름도

4. 결론

세계 각국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활용률이 59%

로세계 2위수준이지만폐기물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이

는 효과와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

며, 플라스틱은분해하는데 500년 이상걸리기에재활용이매

우 중요하다. IoT를 활용한 분리수거함이 있으나 존재를 모

르고 지나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

리수거함과 비콘을 접목하여 분리수거함 위치를 알려줌으로

써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추후 연구로는 분리수거 참여

율, 수거율등의데이터분석을통해지자체와연계하여체계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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