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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IoT 개념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른 

부과 요금을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편리성을 위해 종량제 카드 

대신 스마트폰의 NFC를 활용할 수 있게하고, 쓰레기 분류, 쓰레기 버리는 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쓰레기의 양을 줄인 가구

에게는 관리 부서 정책에 따라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키워드: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 IoT, NFC, 환경IT융합(Environment IT convergence) 

I. Introduction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급격히 7.3%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2]. 또한 쓰레기를 버릴 때, 현재까지의 

쓰레기양이 누적으로 나오지 않아 한 달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 지 

알 수 없는 것과 카드를 챙겨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요금을 알 수 있다면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양을 

줄일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 한다면, 시스템 구축 비용 대비 효율 

뿐만 아니라, 국가의 CO2 배출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 기반 NFC 통신을 이용하여 

종량제 카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하고,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양에 대한 실시간 통계와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II. 관련 연구

기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RFID나 

M2M플랫폼 기반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유지보수 업체 및 환경부에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및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시스템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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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 시스템 개요

제안 시스템 구성은 그림2와 같으며, 음식물 쓰레기통과 스미트폰

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서버로 구성된다. 쓰레기 통과 

스마트폰 앱은 IoT 기술인 NFC[4]를 활용해 기존의 종량제 카드를 

대신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현재까지의 누적양과 요금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버는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양에 대한 정보와 관리 

기관의 정책에 따라 쓰레기 양을 줄인 가구에게 쿠폰 등을 발송할 

수 있는 푸쉬 서비스 기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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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rchitecture

그림3은 시스템의 디바이스(NFC리더기)와 스마트폰앱, 서버 사이

에 데이터 전달 흐름을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Sequence Diagram

2. 서버

서버는 스마트폰 앱으로부터 ID, 양 등의 정보를 DB에 저장하는데, 
POST 타입으로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갱신하며, 갱신된 데이터는 단말기로 송신한다. 구현은 

APM(Apache,Php,MySQL)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앱과는 소켓 

통신을 사용하였다.
구청 등의 관리자 페이지에는 관리 기관의 정책에 따라 월간 배출양

을 일정하게 줄인 가구에 대해 등록된 번호로 쿠폰이나 격려 메시지가 

푸쉬 서비스된다. 푸쉬 서비스는 GCM(Google Cloud Message)[5]
을 활용하였다.

3. 스마트폰 앱

그림2는 스마트폰 앱의 실행 흐름도이다. 안드로이드 NFC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종량제 카드를 인식한다. 음식물 종량제 시스템에 

태그, 누적된 음식물 쓰레기 g수와 누적 요금을 출력한다.

App execution flowchart 

   

App execution flowchart

App screen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IoT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교내에서 학생들을 통해 실험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누적g과 누적요금을 출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쓰레기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웹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각 지역(동)의 

수거된 쓰레기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구민에게 구청의 문화 행사 쿠폰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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