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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품을 디자인 할 때는 제품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역할까지 고려해 사용 환경  경험까지 반 함

으로써 제품의 역할과 사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쓰 기 분리수거함의 

디자인 역시 단순히 색채, 외형, 소재뿐만 아니라 사용과정  사용경험까지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베이징 공공장소의 쓰 기 분리수거함을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진행방법으로, 첫

째, 쓰 기 분리수거함의 개념을 정의하고 베이징시의 쓰 기 분리수거 시행의 의의  재 추진 에 

있는 쓰 기 분리수거 장려정책에 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 다. 둘째, 캠퍼스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이징시의 쓰 기 분리수거 황과 쓰 기 분리수거함의 문제 들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쓰 기 분

리수거함의 사용자의 심리 인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쓰 기 분리수거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 다. 

■ 중심어 :∣공공장소∣쓰레기 분리수거함∣디자인 개발∣

Abstract

Product design should reflect environment and experience of use in consideration of product’s 

role as well as roles in life. In doing so, it is expected to realize interaction between product’s 

role and users. Therefore, design of a recycling bin should also consider not only colors, shape, 

or materials but also process and experience of use.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public recycling bins in Beijing. As for the study method, 

first concept of a recycling bin was defined while specifying significance of recycling in Beijing 

City. Also, advanced research on recycling related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was carried out. Second, current status of recycling in Beijing and problems of recycling bins 

were analyzed through on-campus survey. Lastly, users’ psychological demand on a recycling 

bin was assessed and analyzed to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 of recycling bin desig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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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국의 정치, 문화, 과학, 국

제교류의 심지로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베이징 조

사총 ( 查总队)의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상주인

구는 1978년의 871만5천명에서 2012년 2069만3천명으

로 늘어났다. 인구가 증함에 따라 생활쓰 기도 계속 

늘어나면서 ‘쓰 기로 둘러싸인 도시’의 환경 문제가 가

시화되고 있고 이미 베이징의 지속가능한 발 을 심각

하게 하고 있다.  쓰 기의 처리방식은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림 1. 베이징 연간 쓰레기 배출량 변화

쓰 기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생

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쓰 기 분리수거

는 쓰 기의 증가를 막고 환경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쓰 기 성분에

도 진 인 변화가 있어 쓰 기의 재활용 사용 비율이 

꾸 히 늘어나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비율이 오히려 어들어 재활용 배출량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2. 연구대상 및 목적
본 연구는 베이징 공공장소의 쓰 기 분리수거함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쓰 기 분리수거함에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연구함으로써 재의 쓰 기 

분리수거함의 문제 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목 은 개선되어진 새로운 분리수거함 디

자인 방안을 제시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함

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발 로세스를 통하여 진행

하 다.

그림 2. 연구개발 프로세스

첫째,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논문과 자간행물 등 

련 문헌을 수집하여 본고의 이론  근거로 삼고 쓰 기 

분리수거의 정의와 심리학에서의 ‘깨진 유리창 이론’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둘째,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베

이징 시민들의 쓰 기 분리수거함 사용 황과 실제 분

리수거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들을 조사해 

재 사용 인 분리수거함의 장단 을 정리하여 쓰 기 

분리수거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악하 다. 셋째, 

face to face를 통해 쓰 기 분리수거함에 한 환경미

화원들의 요구사항을 악하고 분리수거함 디자인 개

선 방향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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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쓰레기 분리수거의 개념 연구

1.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의
쓰 기 분리수거(Refuse sorting)란 쓰 기를 종류별

로 분류하여 거두는 행 를 말하며 분류한 쓰 기를 운

반  회수하여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는 행

이다[7].

베이징시는 2007년에 ‘ 류조분(大类粗分)’이라는 원

칙에 따라 쓰 기를 ‘재활용 쓰 기, 음식물 쓰 기, 기

타 쓰 기’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 다[6]. 재활용 쓰

기(재생자원)이란 수거 후 재가공을 통해 생산원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처리를 통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주로 종이류, 라스틱, 유리, 속, 자

폐기물, 섬유 등이 포함된다. 음식물 쓰 기란 가정에서 

쉽게 부식될 수 있는 음식물 꺼기를 가리키며 주로 

채소 이 리, 잔반, 과일껍질과 씨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 기타 쓰 기란 앞서 언 한 재활용 쓰 기, 음식물 

쓰 기 외의 쓰 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음식물 포

장용기, 랩, 냅킨, 일회용 용기, 먼지, 담배꽁  등이 여

기에 속한다[8].

그림 3. 쓰레기 분리수거 심볼

2.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방안
베이징시는 국의 쓰 기 분리수거 시범 도시  하

나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해 분리수거 

시스템 확립에 힘써왔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쓰 기 분리수거를 확산함으로써 분리수거 효율

을 제고하 다.    

첫째, 주택가에서 쓰 기 분리수거 홍보 활동을 개

하 다. 베이징시 정부는 홍보 수막, 홍보자료를 배포

하 으며 장에서 주민들에게 쓰 기 분리수거의 구

체 인 방법과 의의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 다[5]. 

둘째, 분리수거 지도원을 임명하 다. 2010년 베이징

에서는 5,000여 명의 쓰 기 분리수거 지도원을 임명하

고 600여 곳의 쓰 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하

다. 베이징 시 정부는 홍보 수막, 홍보자료를 배포하

으며 장에서 주민들에게 쓰 기 분리수거의 구체

인 방법과 의의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

하 다[5]. 

셋째, 분리수거 장려제도를 운 하고 있다. 동서(东

四)거리는 민간 환경보호 단체인 ‘베이징 지구  환경 

교육 센터’와 력하여 이곳에 치한 8개 지역에서 ‘즐

겁고 화목한 도시 만들기 운동(乐和城 社区行动)’을 

개하고 있다. 

3.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사례
한국의 폐기물 리 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 의 단계를 밟아 재에 이르고 있다.  한

국의 분리수거 품목은 2∼6개로 되어있고, 장소에 따라 

분리수거의 품목은 다르다. 

표 1.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분리종류
분류종류 분류 사진

6
종이팩, 유리병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PET병

5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종이팩, 병류, 캔류

4 종이팩, 캔병류,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3 병류, 종이팩, 일반쓰레기

2 재활용,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재질은 라스틱, 스테인 스, 천 , 망, 

마 , 목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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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재질 
재질 사진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마대
 

망

목재
 

Ⅲ. 베이징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1. 베이징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련 규정
베이징시의 생활 쓰 기 분류 방법에 따라 주택가와 

식당 집지역에는 재활용 쓰 기, 음식물 쓰 기, 기타 

쓰 기 등 3 종류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분리수거함의 색채, 외형, 소재 등도 동일한 규정을 따

르고 있었다. 

사무실 집지역과 공공장소에는 재활용 쓰 기 분

리수거함과 기타 쓰 기 분리수거함 등 두 종류의 분리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류 마크는 동일한 것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공공지역의 특성에 따라 쓰 기통

의 색채, 외형, 소재 등은 동일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

았다.

표 3. 지역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장소 분류종류 사진

주택가와 
식당밀집지역

재활용, 
음식물, 

기타(총3종)

사무실 
밀집지역과 
공공장소

재활용, 
기타(총2종)

2. 베이징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용 현황
베이징시는 2000년에 이미 쓰 기 분리수거 시범도

시로 지정되어 쓰 기 분리수거 시스템의 확립에 힘써 

왔다[9]. 베이징시 정부에서 추진 인 쓰 기 분리수거 

운동에 힘입어 분리수거율이 0%에서 차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베이징 주택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등을 상으로 지답사와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쓰

기 분리수거함 사용 효과는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쓰레기 분리수거 조사
 내용

조사목적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조사
조사시간 2014.1.3-2014.1.7（5일）
조사장소 베이징 주택가, 지하철역, 학교
조사방범 설문조사
조사대상 시민 100명

쓰 기 분리수거에 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쓰 기 분리수거 방법에 해 부정

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부분의 시민들은 쓰 기 

분리수거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4]는 쓰 기 분리수거 황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 결과 쓰 기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쓰 기 분리수거에 한 인식

이 높지 않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한 가끔씩 충 

분리하는 사람이 63%, 항상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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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칭 사진

주
택
가

시샨팅위엔
(西山庭院)

셩구난리
(胜古南里)

지먼리샤오취
(蓟门里小区)

완니엔화청
(万年花城)

이천신위엔
(益辰欣园)

지
하
철
역

지하철역
2호선

 

지하철역
5호선

28%, 한 번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를 

차지했다.

그림 4.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조사

[그림 5]는 쓰 기 분리수거에 한 시민들의 지지도

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매우 의미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이 18%, 의미 있다는 응답이 61%,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응답이 5%, 필요없다는 응답이 5%를 

차지해 분리수거에 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향후 분리수거 시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그림 5. 쓰레기 분리수거 지지도 조사

다음 [표 5]는 분리수거 쓰 기통 사용 황에 한 

조사결과로 주택가, 지하철역, 학교를 막론하고 거의 

부분 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분리수거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쓰

기는 분리수거가 비교  양호했으나 재활용  기타 쓰

기의 경우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 등 분리수거 효율이 

다소 떨어졌다.

표 5. 분리수거 쓰레기통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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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4호선

지하철역
8호선

지하철역
10호선

학
교

중국인민 대학

청화대학

북경이공대

북경외국어대학

북경화공대학

 

Ⅳ.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용자 요구조사 및 분석

1. 쓰레기 배출자 요구 조사 
쓰 기 분리수거함의 분류 내용 인식정도, 쓰 기통

의 모양과 사용방식, 소재 등에 한 설문조사  분석

을 진행하고 쓰 기 배출자의 쓰 기통에 한 요구사

항을 종합하 다.

표 6. 쓰레기 배출자 설문조사
 내용

조사목적 분리수거함에 대한 사용자 인식 및 요구조사
조사시간 2014.2.28-2014.3.7（8일）
조사장소 베이징 주택가, 지하철역, 학교
조사방범 설문조사
조사대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용자 100명

[그림 6]은 쓰 기 분류 내용에 한 쓰 기 배출자

의 인지도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결과, 음식물 쓰 기통

에 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매우 잘 이해

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으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재활용 쓰

기통과 기타 쓰 기의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 쓰 기

인지 정확히 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인지도는 비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쓰 기 

분류 내용에 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분류방식이 합리

이지 못하고 분류 유형들 간에 복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분류 정보를 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6.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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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은 쓰 기 분리수거함에 한 배출자의 

별방식에 해 조사한 결과이다. 84%의 배출자가 3

가지 분류수거함을 별할 때 주로 문자를 통해 식별하

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재 사용 인 분류 마크의 

식별도가 높지 않아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분류정보 

달에 지장을 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활용  재활용 불가능 마크가 무 유사하여 사용시 

자세히 찰해야만 구분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달하기 어려웠다.

그밖에 주택가의 분리수거함은 동일한 컬러를 사용

하고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는 동일한 컬러의 분리수

거함으로 분류 내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컬러로 분류 종류를 식별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의 컬러를 사용하는 방

식에 해서도 식별하기 힘들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쓰레기 분리수거함 식별방식 조사 결과

쓰 기 분리수거함 디자인이 합리 이지 못해 사용

자가 사 에 쓰 기 분리수거에 하여 명확히 인지하

고 있더라도 분리수거함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

로써 사용자의 정서나 분리수거 효과에 부정 인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쓰 기통 모양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 원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22%, 사각형을 

선호하는 비율은 28%, 참신한 형태(원형, 사각형 외)를 

선호하는 비율은 6%로 나타났으며 상 없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선호하는 형태는 뚜렷

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많은 사용자가 히거나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 각진형

태의 디자인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쓰레기통 모양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다음 [표 7]은 쓰 기 투입 방식에 한 사용자의 선

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재의 분리수거함 제품의 투

입방식에 한 조사는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사

용감을 주는지 종합 으로 단하는데 요하다. 사용

감이 좋은 디자인을 채택해 이를 제품에 반 함으로써 

좋지 않은 디자인 요소를 배제한 디자인을 규범화하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쓰 기통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용자 다수

가 쓰 기통에 직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어서 투입하는 쓰 기통은 쓰 기통 

뚜껑에 직  해야만 쓰 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한 선호도는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투입 과정에서 쓰 기가 투입구에 끼이는 문제로 

인해 사용방식과 사용감에 큰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단투입방식(뚜껑 없음)을 선호하는 비율은 28%로 

근거리에서 쓰 기에 하는 것을 피하기 해 사용

자 부분이 멀리서 쓰 기를 던지지만 반동으로 인해 

제 로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뚜껑이 없

어 외부 공기와 직  닿아 쓰 기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쓰 기가 직  노출되어 사용감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껑을 열어서 투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33%로 외부공기와의 을 차단할 수 있고 냄새가 퍼

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쓰

기통 부분이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어 쓰 기통을 열고 닫을 때 쓰 기통에 직  

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측면투입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27%로 투입이 편

리하고 쓰 기통이 기울어져도 입구가 작기 때문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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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쓰 기가 쏟아져 나오는 양이 다. 그러나 입

구가 작아 사용자들이 근거리에서 쓰 기를 투입해야 

하며 심지어 거의 쓰 기통에 해야만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쓰레기 분리수거함 투입 방식에 따른 선호도 조사결과
투입방식 사진 만족도

상단투입방식(
뚜껑없음) 28﹪

측면투입방식 27﹪

뚜껑을 밀어서 
투입하는 방식 12﹪

입방식뚜껑을 
열어서 

투입하는 방식 33﹪

다음 [그림 9]는 쓰 기통 소재에 한 사용자의 선

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재 베이징 시 에 유통되는 

쓰 기통 소재는 라스틱, 섬유강화 라스틱, 스테인

리스, 강철과 나무를 결합한 것 등이 있다. 한 소재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시각  느낌과 감을 으로써 사용

자의 정서에 향을 다. 조사 결과 다수의 사용자

가 쓰 기통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용시간  교

체주기가 짧아 쓰 기통 소재의 가격에 해 높은 심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선호도에 있어, 

라스틱의 경우 렴하면서도 반복 인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37%의 사용자가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라스틱 쓰 기통은 색깔이 화려하고 가공 코

스트가 낮으며 생산량이 많고 그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

하며 부식 방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쉽게 연소되

고 내열성이 다소 떨어지며 쉽게 낡아버리는 단 도 있

다.

속소재의 쓰 기통은 표면을 청소하기 쉽고 나

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섬유강화 라스틱 소재의 경우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공정이 간단하여 19%의 시민들

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성이 부족한 

경우 쉽게 변형되는 단 이 있다. 스테인리스 분리수거

함에 한 선호도는 16%로 나타났다. 스테인리스 분리

수거함의 경우 사용시 피부에서 분비되는 유지로 인해 

표면에 지문 등의 흔 이 남기 쉬워 자주 청소해주어야

만 하는 단 이 있다.

강철과 나무를 함께 사용한 쓰 기통은 28%의 시민

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구조가 상

으로 복잡해 외 에 한 시각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공원이나 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나무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제품의 교체주기가 짧

고 비용이 높으며 수리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그림 9. 쓰레기통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2. 쓰리기 수거자의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분리수거함에 쓰 기를 투입하는 것은 분리수의 과

정  하나로 쓰 기 배출자가 쓰 기를 투입한 이후 

환경미화원이 쓰 기 수집과 청소작업을 해야한다. 따

라서 환경미화원도 분리수거함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사용방식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쓰 기통을 손쉽게 

열고 쓰 기차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재 쓰 기통의 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직  손으로 하

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인력과 물이 소모되는 작

업으로 청소 후 장에 다량의 오수가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쓰 기통을 선택할 때 형태와 소재뿐만 아니라 

청소에 용이한 것을 고로는 것 한 매우 요하다.

분리수거함의 고정장치 디자인에도 합리 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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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어 바람이 불면 쓰 기가 바닥에 흩날리는 경

우가 있다[10]. 부분의 분리수거함이 실외에 있기 때

문에 분리수거함의 소재를 선택할 때는 날씨나 환경의 

향,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한 내성, 노후화 방지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분리수거함 사용자의 심리 분석
베이징 공공장소의 분리수거함에 해 진행한 설문

조사와 지조사에서 주변환경이 쓰 기를 버리는 행

에 지 한 향을 끼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쓰

기 분리수거함 사용자는 일반 으로 “깨진 유리창 효과

(Broken windows theory)”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11].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주변환경의 향을 받는다. 

깨끗한 환경에서는 제품의 주변에 청결한 사용 환경이 

조성되고 사용자가 정 인 정서를 가지게 되어 자신

의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사용환

경에서 사용자는 쓰 기 분리수거함의 마크에 더욱 주

의를 기울이게 되며 더욱 정확하게 이를 사용하게 된다.

반 로 만약 제품이 지 분하기 짝이 없다면 사용자

는 제품을 정상 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해 의문을 

품게 되고, 쓰 기 분리수거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쓰 기통이 낡고 훼손되어 있다면 사용자도 마구

잡이로 쓰 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쓰 기통 주변에까

지 쓰 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쓰 기통 주

변에 약간의 쓰 기만 떨어져 있어도  쓰 기가 쌓

이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쓰 기통 주변의 일정 범

를 쓰 기 배출지역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으로 환

경미화원이 이 지역까지 청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된다[12].  

Ⅴ. 결론

디자인을 통해 제품을 보다 더 인간 친화 으로 만듦

으로써  ‘사물’이 ‘인간’에 맞게 최 화되어야만 한다[2]. 

편리하고 유용한 쓰 기 분리수거함은 외 의 심미  

요구사항 외에도 정서 인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쓰

기 분리수거함에 한 쓰 기 배출자의 사용 욕구를 

유발해 쓰 기 분리수거를 확산시키며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분리수거 비용을 이는 것은 향후 쓰 기 분리

수거함 디자인의 개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 베이징 공공장소에서 사용 인 쓰

기 분리수거함에 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 으며 사

용자의 요구사항과 심리를 탐구하고 련 연구를 진행

해 쓰 기 분리수거함의 향후 개발 방향에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분류 종류에 있어 사용자는 재활용 쓰 기와 

기타쓰 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의 

분류에도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공공디자인의 

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경험  정책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를 들어 한국의 쓰 기 분리수거 정책을 참

고하여, 유리쓰 기와 종이류, 음식물 쓰 기, 기타 쓰

기 등의 쓰 기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분리수거함의 분류 정보 식별에 있어 사용자가 

주로 문자를 통해 분류정보를 얻고 있으며 마크나 색깔

은 시인성이 떨이진다. 친근한 컬러로 사용자의 시선을 

끌어 쓰 이통의 종류를 식별(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쓰 기 분리수거함의 컬

러를 통일 시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쓰 기 분리수거함의 컬러는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심을 집 시키며 쓰 기통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쓰 기 분리수거함에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태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형

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발에 있어서는 주

로 사용자의 쓰 기 투입 방식과, 습 을 고려해 체

인 형태의 특이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래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쓰 기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은 

반드시 쓰 기 배출자의 사용방식에 합해야 하며 뾰

족한 형태를 지양함으로써 히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용방식 면에서 가림 이 있는 디자인은 시각

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비바람을 막아주

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하다. 따라서 가림 이 

아닌 뚜껑을 열고 투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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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소재의 선택에 있어 쓰 기를 투입하는 사람

의 선호 뿐 아니라 소재의 가격과 청소의 용이성을 종

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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