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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2010년 정부는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개념을 확장

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지보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활용하여 모바일기반의

RFID를 이용한 u-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관리 시스템은 생활 및 공업 폐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인 통합 서버와 일반 사용자 및 폐기물 수거 차량 사용자로 구분된 클라이언트로 구현한다. 일

반 사용자 시스템은 수거 용기에 부착된 태그와 단말기에 부착된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계근량, 수거

정보, 수거 이력정보, 수수료등을 처리하며,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도록 구현한다. 전송된 정보를 통하

여 수거 차량 사용자의 단말기에 수거 정보를 송신해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한다.

※ 본 연구는 2008년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에 의해 수행된 결과임.

1. 서론

2010년 2월 MB정부는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44개 시구에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적으

로 시행해 시민이 폐기물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

과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배출

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

으로 확대 구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

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2011년 현재까

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성과

를 거두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출되는 쓰레

기에 대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및 보급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지출과 지자체 및 폐기물수거 업체 간

의 폐기물 처리대행료 산정에 대한 주기적인 분쟁등

을 야기 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

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u-폐기물 통

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자차별로 수거 용기

와 수거 차량의 RFID 태그를 발급받고 이를 폐기물

수거 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각 지역마다

공동으로 설치된 통합 수거 용기의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배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해당 폐기물의

계근량과 처리 비용을 관리 시스템 서버로 전송한

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 통합 관

리 시스템은 일별, 월별로 폐기물 계근량과 처리 비

용을 GUI형태로 제공한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

에 배치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폐기물 수거량과

처리 비용의 데이터를 수거 업체에 제공 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의 설계는 체계적인 설계와 개발

후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모든 설계 과정을 객체지

향 설계 모델링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안하는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은 컴포넌트 기반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용한 개발 프로젝트에 공통된 기

능을 가진 모듈들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재사용

함으로써 시스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였다.

2. 관련연구

[1]에서는 Visual Basic을 이용한 쓰레기 수집 및

수송관리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1]의 연구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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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단계 중 쓰레기봉투에 투입되어 지정된 장소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수송단계의 자료를

Flow chart와 Visual Basi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한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에서는 컴포넌트라는 모듈의 재사용성과 독립성

을 보장하여 소프트웨어의 재상용성과 확장성의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요구사항 분석과 컴포넌트 모델의 재사용에

대한 부분,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 부분, 컴포넌트 유

통시장을 통한 컴포넌트 구매 전략 부분 등이 전체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하여 강조됨을 제시하였

다.

[3]에서는 RFID 시스템은 사물에 부착된 태그로부

터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

를 인식하여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함으

로써 사물에 대한 측위, 원격처리, 관리 및 사물 간

의 정보 교환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칩, 태그, 리더, 미들웨어 및 응용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고 유무선 통신망과 연동되어 사용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시스템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은

객체지향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RFID와 일반

사용자의 접근 빈도성을 증가 하기위하여 모바일 기

반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설계 부분은 UML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으로 구분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도식화하여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3.2 시스템 설계
3.2.1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RFID와 사용자

GUI를 기반으로 각각의 모듈 형태로 구성된다. 각

모듈을 별도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독립성을 강조한

다. RFID 데이터처리 모듈, 생활 쓰레기 처리 모듈,

사용자 GUI 모듈, 네트워크 모듈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2]는 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나타내며, 7가지

의 모듈은 서로 통합되어 있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3.2.2 객체지향 모델링 설계
본 논문의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는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위하여 객체

지향 모델링을 이용하여 각 모듈을 구분하여 설계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설계 모듈 중 클라이언트

기반의 RFID 데이터 수신 및 계근량 처리와 저장에

관한 부분만 논문에 제시한다.

[그림 3]은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을 분석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3]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및 가공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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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요구사항은 분석한 유스케이스를 토

대로 시스템의 계근량 처리를 시간적인 흐름으로 표

현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4]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및 가공
(순차 다이어그램) 

[그림 5]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5]는 RFID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시

스템의 데이터 수신, 처리, 저장의 프로세스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클라이언트(사용자, 수거업체)의

RFID 태그 인식을 시작으로 폐기물의 데이터 송수

신 및 수수료 송수신까지의 시스템 흐름의 순서를

표현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5] 클라이언트측 폐기물 처리 상태 변화
(활동 다이어그램)   

[그림 6]은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의 RFID 데

이터 수신과 수신된 데이터의 가공 및 관리 서버의

전송의 기능을 각 모듈별로 설계한 분석 클래스 다

이어그램이다. [그림 6]의 부분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의 RFID 데이터의 수신과 계근량, 수수료 등의 데

이터를 처리하는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및 가공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7]은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키

마를 객체-관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7] 본 시스템 객체-관계 다이어그램 

4. 구현환경 및 결과

4.1 구현환경
본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표 1]과 같다.

[표 1] 개발환경
항목 내용

H/W
Intel(R) Core2 Quad / HDD

Intel SSD 120GB

개발언어 C#, Oracle

DBMS Oracle 10g

객체지향 UML 툴 StarUML

개발 툴 Visual Studio 2008

디바이스 / RFID AT-570 / AT-570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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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현 결과
[그림 8]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측인 모

바일기반의 사용자 로그인 화면 및 RFID 태그 인식

화면이다.

[그림 8] 사용자 로그인 및 RFID 태그 인식 화면

[그림 9]는 사용자의 폐기물 통합관리 화면으로

계근량 및 수수료 그리고 이력관리 정보를 보여주며

해당 정보를 통합 서버에 전송한다.

[그림 9] RFID 태그 인식후 사용자 관리 화면 

[그림 10]은 사용자의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이력관

리 화면과 사용자의 폐기물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다.

[그림 10] 수수료 관리 및 이력관리 화면

[그림 11]은 수거업체 관리 화면으로 태그 번호,

수거차량 정보, 폐기물 관리 정보, 수거 일자등이 표

시되며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전송한다.

[그림 11] 수거업체 관리 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모델링 설계 및 13.56Mhz

RFID 기반의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폐

기물 품목과 계근량, 처리 수수료, 예상 수거일등의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기능이 포함되었고, 수거업체

의 관리 기능에는 수거차량의 관리 및 수거 계근량

과 처리 수수료등의 처리 기능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GIS 기반의 위치정

보와 연계하여 사용자 GUI를 향상시키고 수거 차량

의 위치 추적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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