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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유도붕괴분광(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을 이용하여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 분류기 설계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폐소형가전제품의 플라스틱 분류 시스템에 적용하

였다. ABS, PP, PS와 같은 검정색 플라스틱을 구별하기 위해, 지능형 알고리즘 중 하나인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분류기를 설

계하였다. 획득한 입력변수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축소시켰으며, 군집화기법 중 하나인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해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전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4:1의 비율로 나누

었으며, 제안된 분류기의 성능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5-FCV(5-Fold Cross Valid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입력변수와 클러

스터의 개수가 각각 5개인 경우, 제안된 분류기의 분류 성능은 96.78%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된 분류기는 다른 분류기들과 비교하

였을 경우 분류 성능의 관점에서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주성분 분석법, K-means 클러스터링, 검정색 플라스틱, 분류 시스템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sign methodology of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is developed with the aid of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and also applied to the practical plastics sorting system. To identify black plastics such as ABS, PP,

and PS, RBFNNs classifier as a kind of intelligent algorithms is designed. The dimensionality of the obtained input variables

are reduced by using PCA and divided into several groups by using K-means clustering which is a kind of clustering techniques.

The entire data is split into training data and test data according to the ratio of 4:1. The 5-fold cross validation method is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s well as reliability of the proposed classifier. In case of input variables and clusters equal to 5

respectively,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lassifier is obtained as 96.78%. Also, the proposed classifier showed

superiority in the viewpoint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where compared to other classifiers.

Key words : RBFNNs, PCA, K-means clustering, black plastics, sorting system

· Received : January 19, 2017 · Revised : March 10, 2017 · Accepted : March 20, 2017
§

Corresponding Author : Sung Kwun Oh (E-mail : ohsk@suwon.ac.kr)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Suwon, 17 Wauan-gil, Bongdam-eup, Hwasung-si, Gyeonggi-do, 18323,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능형 알고리즘을 이용한 재질별 검정색 플라스틱 분류기 설계 47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2호 , 2017

1. 서 론

최근 들어 전기밭솥, 선풍기, 전기히터 등 폐소형가전

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폐가전제품의 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및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폐가

전제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소각 또는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 저

감이 가능하다. 또한, 물질재활용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

의 생산이 가능한 Upcycling이 가능하다. 

폐가전제품에는 철금속류, 알루미늄, SUS 및 구리 등

의 비철금속류 등 유용금속 뿐만 아니라 다량의 플라스

틱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류의 경우 재질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합물 형태로 저가

에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소형가전의 경우

대형가전에 비해 플라스틱의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

니라 검정색 플라스틱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

질선별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을 위

한 근적외선분광법(Near-Infrared Ray, NIR)을 개발하여

선별장에 일부 적용하여 가동되고 있으나1) 검정색 플

라스틱의 경우 근적외선의 빛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재질별 인식 및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최근에는 FT-IR/ATR이나 Raman 분광법을 이용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 및 선별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재질별 인식 및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때

문에 대량생산을 위한 현장 적용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재질 분석이 가능

한 레이저유도붕괴분광(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분광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플라스

틱의 재질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능형 알고리즘 중

하나인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을 활용하여 분

류기를 설계하였다. 분류기의 설계를 위하여 검정색 플

라스틱으로의 각 재질별 시료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

으며, 획득한 데이터는 설계한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

로망(RBFNNs) 등의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분류기의 성능 검증

을 위하여 WEKA 3.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양

한 분류기와 분류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2). 

2. 실험 방법

2.1.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데이터 획득 

Fig. 1에는 폐소형가전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검

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을 위한 데이터 획득에 사

용한 LIBS 장비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LIBS 장비

는 레이저, 분광기, 집광렌즈 및 CCD dete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광기를 통하여 레이저가 시료 표면에

조사되면 용융 또는 증발작용으로 플라즈마가 발생된다.

시료 표면에 발생한 플라즈마는 미세입자의 생성과 동

Fig. 1. A picture of LIBS used for sorting of black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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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빛을 발산하며 이를 집광렌즈를 통하여 수집한 후

CCD detector로 보내어 분석한다3).

본 연구에 사용한 LIBS의 경우 분석시간이 매우 짧

으며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상태에서 분석

이 가능하며 소량의 시료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 발생시 모든 화

학적 결합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C-C결합, C=C결합

등과 같은 화학적 결합에 대한 특성은 스펙트럼에서 확

인이 불가능하다. 

2.2. 지능형 분류기 설계

2.2.1.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분류기의 설계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지능형 알고리즘

중 하나인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s)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으며, Fig. 2에 알고리즘의 구조를 제시

하였다.

RBFNNs 알고리즘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등 모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층의 경우 입력데이

터를 네트워크와 연결해준다. 은닉층에는 활성함수가 존

재하며, 정규분포 형태를 가진 방사형 기저함수를 활성

함수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비선형 값으로 변환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Table 1에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진

방사형 기저함수의 종류를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

우시안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활성함수의 중심점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 알고리즘(clustering algorithms)을

사용하여 중심점을 구하였다4). 또한, 중심점과 폭을 이

용하여 알고리즘의 적합도를 구하였으며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Estimation, LSE)을 이용하여 연결가중

치(w) 학습을 실시하였다. 출력층에서 구한 최종 출력

값은 은닉층에서 얻은 적합도와 연결가중치(w)의 곱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였다.

2.2.2. 주성분 분석법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며, 이 때 차원은 데이터의 입력변수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의 입력변수는 모

Fig. 2. Structure of RBF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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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dure for dimension reduction of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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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2,267개이며, 획득한 입력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메모리의 처리부하가 발생하여

데이터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

법을 이용하여 입력변수의 개수를 줄여 사용하고 있으

나 입력변수를 줄일 경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된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입

력변수를 줄이고자할 때에는 데이터의 정보손실을 최소

화하는 입력변수의 수를 찾아야 하며 입력변수를 축소

시키는 과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상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 주성분, 제 2 주

성분이 있으며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데이터의 정보

가 많이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주성분 분석법은 정보손

실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제 1 주성분 방향으로 축소

하게 되며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축소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Step 1] LIBS 분광기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주고, 학습 데이터의

집합(S)을 구성한다.

(1)

Γ : Input dataset, M : Number of input variables

[Step 2] 구성된 학습 데이터의 집합에서 학습 데이

터의 평균(ψ)을 계산한다.

(2)

ψ : Average of dataset

[Step 3] 학습 데이터와 [Step 2]에서 구한 학습 데

이터 평균(ψ)의 차(φ)를 계산한다.

 (3)

[Step 4] 학습 데이터에서 공분산 행렬(C)을 계산한다.

 (4)

[Step 5] 고유값 분석을 통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행렬(λ)과 고유벡터 행렬(U)을 계산하고 가장 큰 고유

값을 갖는 M’개만 선택한다.

(5)

[Step 6] 각 데이터와 M'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는

변환 행렬(W)에서 선형변환에 의한 축소된 특징 데이

터를 추출한다.

 (6)

LIBS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

질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법(PCA)을 수행하

여 2개의 입력변수(2차원)로 축소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주성분 분석법(PCA) 분석 결과

PS의 경우 특징벡터를 가지고 있어 군집을 형성하였으

나, ABS, PP, PA 재질의 경우에는 특징벡터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3. K-means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방법은 획득한 데이터를 비슷한 패턴, 형

태 및 속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

법 중 하나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데이

터의 개수에 따라 클러스터의 개수를 적절하게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

법 중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K-

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데이터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방

법이다6).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클러스터의 소속

정도를 속할 경우 ‘1’로 속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나

타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집합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소속정도를 ‘0’과 ‘1’로 나타낼 경우 데이터 특

S = Γ
1
, Γ

2
, …, ΓM[ ]

ψ = 
1

M
-----  

k 1=

M

∑Γk

φi = Γi ψ–

C = 
1

M
-----  

k 1=

M

∑φkφk
T

C = UλU
T

Y = W
T
X

Fig. 4. Result obtained through PCA for black plastics

obtained for recycling process of the used small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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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으므로 방사형 기저함수와

같이 사용하여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적합도를 구한다.

적합도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형 기저함수

에 대입하여 획득한 함수의 분산을 이용하여 적합도를

구한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Step 1] 클러스터의 개수 를 정하고 소속

행렬(U)을 초기화 한다.

 (7)

u : Fitness, n : Number of data

[Step 2]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v)을 구한다. 

  (8)

x : input data

[Step 3] 각 클러스터의 중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새로운 소속행렬을 생성한다.

 (9)

 

[Step 4] 아래의 식을 만족하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

으면 r = r + 1로 놓고 반복한다.

  (10)

ε은 허용오차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특

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에서는 중심점까지만 구하였다. 중심점

을 구한 후 방사형 기저함수의 분산을 구하였으며, 아

래의 식 (11)을 이용하였다. 

(11)

이 때, 계산된 분산(σ)은 Gaussian식에 대입하여 다

음 식 (12)의 적합도를 구한다.

 (12)

2.2.4. 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stimation, LSE)은 연결가

중치인 1차 선형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의 식 (13)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13)

위의 식 (13)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a) 값을 구하여야 한다7).

오차제곱의 합은 최대한 ‘0’에 근접하여야 하며 이 때

파라미터(a) 값을 다음의 식 (14)와 같은 행렬로 표현

이 가능하다. 

(14)

where, A : 선형식의 계수(파라미터 a값)

Y : 출력데이터

X : 입력데이터(x) ×적합도(u)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의 최종출력 은 식 (12)에서

계산한 적합도 Rj(x)와 식 (13)에서 구한 연결가중치

fj(x)를 대입한 다음의 식 (15)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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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기의 구조를 아래 Fig. 5

에 제시하였다.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s)을 사용하기 전

에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입력변수를 축소시켜주

기 위해 전처리부분(Preprocessing part)에는 주성분 분

석법(PCA)을 사용해 D개의 입력변수를 k개의 입력변

수로 축소시킨다. 그리고 RBFNNs의 조건부(Condition

part)에는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해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주고 중심점을 찾아준다. 그리

고 중심점을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해 적합도를 계산한

다. RBFNNs의 결론부(Conclusion)는 최소자승법을 이

용해 다항식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추론부(Inference

part)는 조건부에서 구한 적합도와 결론부에서 구한 다

항식을 이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실험 방법은 아래와 같

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Step 1] LIBS 장비를 이용해 검은색 플라스틱의 재

질별 데이터를 획득한다.

[Step 2] Fig. 5에 제시한 분류기를 이용해 분류율을

도출한다.

[Step 3] WEKA 3.8 프로그램에 내장된 분류기를

이용해 분류율을 도출한다.

[Step 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기에서 도출된

분류율과 WEKA 3.8 프로그램의 분류기에서 도출된

분류율을 비교한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검정색 플라스틱 ABS, PP, PS, PA

등 각각의 재질별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8), 시료 표면

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2회의 레이저를 조사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료 표면에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데이터 획득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이즈

를 포함한 데이터는 우수한 성능의 분류기 설계가 곤란

하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별 시료 62개를 분석하여 558개의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획득한 데이터는 각 재질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와 같다.

분류기 설계를 위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다

음의 Table 3과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ŷ = 

 

j 1=

k

∑Rj x( ) fj⋅ x( )

 

j 1=

k

∑Rj x( )

--------------------------------

Fig. 5. Structure of proposed classifier. 

Table 2. Number of samples and data for individual black plastic samples

Materials ABS PA PP PS Total

Samples 18 11 22 11 62

Total data 162 (18×9) 99 (11×9) 198 (22×9) 99 (11×9) 558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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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4:1로 분할하여 PCA

분석법을 수행하였으며, 축소된 차원의 개수와 클러스

터의 개수의 분류성능은 아래의 식 (16)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16)PCR = 1
Err

N
----------–⎝ ⎠

⎛ ⎞ × 100

Fig. 6. Average data spectra of individual black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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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 : 데이터 개수

 Err : 잘못 분류한 개수

분류기의 성능 측정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샘플링

(Resampling)기법 중 대표적인 5-FCV(5-Fold Cross

Validation) 교차검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균적으로 분류율은 약 95%(100개 중 95개는 제대

로 분류)로 확인하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류율

은 주성분 분석법(PCA 분석)을 이용하여 줄인 입력변

수의 개수를 5개로 축소하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5개로

정하였을 경우 약 96.78%이다. WEKA 3.8 tool을 이

용하여 다른 다양한 분류기의 성능과 비교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WEKA 3.8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에 있는 Waikato 대

학교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

계학습 알고리즘을 모아놓은 것으로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분류(classification), 회귀분석(regress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교 분석한 분류기로 WEKA

tool에서 사용한 분류기는 Naivebayes(베이즈 이론을 적

용한 확률모형), PART(리스트를 생성해서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 Random tree(여러 개의 결정트리를 임의적

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SVM(데이터 집합을 바탕으

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C4.5(Random tree와 유사한 통계학적 분류

기)이다. LIBS 장비를 이용해 얻은 데이터를 WEKA

3.8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WEKA 3.8

프로그램에서 얻은 분류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

류기의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율과 비교하였다. 분류율

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s) 알고리즘의 분류율이 WEKA 3.8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분류율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 재활용 공정에서 배출되는

검정색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기 위해 방사형 기

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s) 분류기를 설계하였다. 분

Table 3. Experiment condition of RBFNNs

Parameters Values

Ratio of dataset 4 : 1

Number of training data 446

Number of test data 112

Number of input 12267

Number of reduced dimensions 3, 5, 8, 10

Number of clusters 3, 4, 5, 6

Polynomial types Liner

Table 4. Classification rate of RBFNNs

Dimensions Clusters CR_TR CR_TE

3

3 92.29 ± 0.93 92.11 ± 2.49

4 94.49 ± 0.52 93.56 ± 3.04

5 95.34 ± 0.57 94.81 ± 1.58

6 96.01 ± 0.71 95.53 ± 1.98

5

3 94.98 ± 0.99 94.23 ± 1.49

4 96.32 ± 0.66 95.17 ± 1.33

5 97.31 ± 0.38 96.78 ± 1.48

6 97.80 ± 0.42 96.42 ± 1.66

8

3 96.50 ± 0.71 96.24 ± 1.82

4 96.77 ± 0.70 95.88 ± 1.84

5 97.22 ± 0.64 96.06 ± 2.56

6 97.31 ± 0.49 96.24 ± 1.93

10

3 96.64 ± 0.85 95.88 ± 1.49

4 96.73 ± 0.60 96.24 ± 1.92

5 97.40 ± 0.25 96.42 ± 2.18

6 97.76 ± 0.61 96.24 ± 1.71

where, Dimensions : Number of dimensions 

Clusters : Number of clusters

CR_TR : Classification rate of training data 

CR_TE : Classification rate of test data

Table 5.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rate of the proposed

model with other models

Type of model CR_TE

NaiveBayes2) 91.04

PART2) 93.55

Random tree2) 93.73

SVM2) 94.62

C4.52) 95.16

Proposed model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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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 설계를 통해 분류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은

ABS 18개, PP 22개, PS 11개, PA 11개로 모두 62개

의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LIBS 분광기를 이용하여 모

두 558개의 분광데이터를 획득하였다.

2. LIBS 장비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입력변수는 모

두 12267개로, 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실행할 경우

처리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성분 분석

법(PCA)을 이용하여 입력변수를 축소시켜 처리속도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3.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였으며, 획득한 중심점의 분

산을 구한 후 가우시안 함수에 대입하여 적합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4.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 분류

성능의 측정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샘플링 기법 중

하나인 5-FCV(5-Fold Cross Validation) 교차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분류율이 약

96.78%의 높은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기의 성능과 WEKA

3.8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류기의 분류성능을 서로 비교

하였을 경우, WEKA 3.8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분

류율은 95.16%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기의 분

류율은 96.78%로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6. 다양한 시료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고 알고

리즘의 개선을 통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재활용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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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전기학회, 제어로봇 시스템

학회,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편집

위원

•당 학회지 제26권 1호 참조

  

박 은 규

• 2010년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현재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연구교수

•당 학회지 제25권 1호 참조

최 우 진

•현재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현재 수원대학교부설 폐기물자원화기

술연구소 소장

•당 학회지 제9권 1호 참조

 

學會誌 投稿 安內

種 類 內 容

論 說 提案, 意見, 批判, 時評

展望, 解說 現況과 將來의 견해, 硏究 技術의 綜合解說, Review

技 術 報 告 實際的인 試驗, 調査의 報告

技術, 行政情報 價値있는 技術, 行政情報를 간결히 解說하고, comment를 붙인다.

見 聞 記 國際會義의 報告, 國內外의 硏究 幾關의 見學記 등

書 評

談 話 室 會員相互의 情報交換, 會員 自由스러운 말, 隋霜 등

Group 紹介 企業, 硏究幾關, 大學 등의 紹介

硏究論文
Original 硏究論文으로 本 學會의 會誌에 揭戴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보여지는 것

수시로 원고를 접수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