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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소형가전의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중 검정색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 선별이 어려워 혼합물의

형태로 저급 재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을 위하여 비중선별, 정전선별, 근적

외선 선별 및 IR/Raman 분광법 등 기존 선별 기술의 검토를 통하여, 현장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제한사항을 확

인하였다.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선별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을 이용하여 검정색 플라스틱의 각 재질별 LIBS 스펙트럼을 분석하였으며,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 후 차원축소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

정색 플라스틱의 각 재질별 LIBS 스펙트럼 분석 및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질별 인식 및 선별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의 정확성 및 선별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알고리즘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효율이 우수한 분류기를 설계하고 분류기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폐가전, 검은색 플라스틱, LIBS, 재질인식, 선별, 재활용

Abstract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small e-waste) consists of a variety of complex materials and components. The small e-

waste is mainly composed of plastics and an important potential source of waste plastic. The black plastics, particularly are very

difficult to separate by resin type and therefore these are mainly recycled in the form of a mixtures. In the present study, the

sorting technologies such as gravity and electro static separation, near-infrared ray(NIR) and IR/Raman optical sorting separation

on mixture of black plastics were analyzed and their limitations on sorting process were also investigated. The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LIBS) spectrum of each black plastics was used for identification of black plastics by resin type, and

after analyzing the normalization oper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was carried out. The spectrum data was o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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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ed through PCA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accuracy and sorting efficiency of black plastics, it is nec-

essary to design a classifier with high efficiency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the classifier by applying the

field of intelligent algorithms.

Key words : WEEE, black plastic, LIBS, identification, sorting, recycling

1. 서 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0%는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가볍고 튼튼하며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여 전자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원유로부터 생산된 플라스틱 제

품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

만,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용 후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파괴를

해결하고, 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선별, 회수 및 안정적

인 처리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과

학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성 강조로 인하여 다양한 플라

스틱 재질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이 생산되

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하는 폐가전제품(e-waste)에는

철금속류, 알루미늄, SUS 및 구리 등의 비철금속류의

유용금속 뿐만 아니라 다량의 플라스틱류가 포함되어

있다1).

특히, 폐소형가전의 경우 대형가전에 비해 플라스틱

의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검정색 플라스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재

활용 선별공정에서 재질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여 혼합물의 형태로 저급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2,3).

또한,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 모델, 제조사

및 제조일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재질이 매우 다양하여, 재활용

현장에서 특정 선별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

소형가전을 해체/선별하여 재활용하는 민간재활용업체

의 경우 인력에 의하여 일부 고가의 유용자원만을 선택

적으로 선별/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질별 선별

이 곤란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플라스틱의 경

우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혼합물의 형태로 매각하고 있

는 실정이다3). 

민간재활용업체 현장의 경우 폐소형가전의 재활용을

위한 해체/파쇄 및 선별 관련 기술이 부족하여 인력에

의한 작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작업현장이 매우 열

악한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프린터의 인쇄회로기판

(PCB)의 경우에는 유가금속의 함유량이 높아 민간재활

용업체에서 별도로 선별/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쇄회로기판의 경우 유

가금속의 함유량이 낮아 선별/회수 공정을 통하여 재활

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 따라서, 다량의

유용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폐소형가전의 효율적인 재활

용을 위해서는 해체/파쇄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

물질을 선별/회수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

정이다. 또한,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검정색 플

라스틱의 재질별 인식 및 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화하여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을 위하여 비중선별, 정전선별,

근적외선 분광법 및 IR/Raman 분광법 등 기존 선별기

술을 검토하였으며,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인식 및 선

별을 위하여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IBS)을 이용하여

각 재질별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재질

별로 획득한 스펙트럼 결과를 정규화하였으며, 차원축

소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법(PCA)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

생하는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 및 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폐소형가전 해체 특성

국내의 경우 2003년부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의 가전제품이 포함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EPR)의 시행으로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EPR제도는 2014년부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등

17개 품목의 중·소형가전제품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

다. 정부의 EPR 제도 확대 시행,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확대 실시 및 재활용 목표 관리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폐소형가전의 재활용량은 2013년 약 158,200톤에서

2015년에는 약 43%가 증가한 약 225,300톤으로 폐소

형가전이 재활용되었으며, 향후 재활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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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형가전은 기기의 종류 및 품목에 따라 내부 구성

물질과 플라스틱의 재질이 다양하며, 크게 철금속류, 비

철금속류, 플라스틱류, PCBs 및 기타 부품류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Table 1에는 폐소형가전 중 2015년 기

준 발생량 상위 7개 품목을 해체하여 구성물질의 물리

적 성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폐소형가전은 경기도 H시에 위치한 민간수집업

체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수작업으로 해체한 후 각 구

성 물질별로 분류하였다. 폐소형가전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물질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품목은 철금

속류의 경우 전기히터가 약 39.98%, 비철금속류의 경

우 전기밥솥 약 23.65% 및 PCBs는 오디오/CD플레이

어가 약 8.18%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타 부품류

즉, 유리, 콘덴서 등의 경우 믹서기가 약 63.8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스틱류의 경우에는 공기청정

기가 68.64%로 분석되었다. 폐소형가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는 유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색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질이 표기되어 있어 재질별 선별

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검정색 플라스틱의 경우 대부분

이 재질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질표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매

우 곤란하였다.

2.2. 플라스틱 재질 선별 기술

앞서 언급하였듯이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플

라스틱의 재질별 선별 회수 및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민간재활용업체 현장에서는 대부분 수

선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검정색 플라스틱

의 경우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재질이 다양하고

재질의 판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질별로 선별

회수하지 못하고 혼합물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폐소

형가전에서 발생하는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선별을

위하여 비중선별, 정전선별, 근적외선분광법 및 IR/

Raman 분광법 및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IBS) 등 다양

한 선별기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중차이가 발생하는 재질에 대하여 비중선별기술을

적용하면 재질선별이 가능하나, 플라스틱 중 일부 재질

의 경우 비중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질 선

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3). 비중선별 실험에 사용한 시

료는 폐소형가전으로부터 회수한 검정색 플라스틱을

15mm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였으며, 혼합된 시료에서

물을 이용하여 비중선별로 PP를 우선적으로 회수한 후

소금을 이용한 비중액으로 ABS와 PS를 분리선별 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ABS 비중값(1.04~1.05)과 PS

비중값(1.03~1.06)이 거의 유사하여 비중선별 기술을 이

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 분리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소금을 이용한 습식비중선별 공

정의 경우 선별 후 시료의 세척, 건조 및 폐수처리 등

의 문제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다4,5).

마찰하전형 정전선별법(Triboelectrostatic)은 플라스틱

재질별 일함수 값과 대전 서열을 이용한 선별 방법으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간, 플라스틱과 하전장치간의 마찰

에 의해 서로 반대극성으로 하전된 물질을 정전기적으

로 분리하는 방법이다6,7). ABS와 PS의 정전선별 실험

수행 결과 정전선별 기술은 건식공정으로 플라스틱 재

질별 선별에 유용한 것으로 사료되나7) 여러 종류의 재

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상호간 하전효과의 감소 및

온도와 습도 조절 등 운전 조건이 까다로우며, 대규모

처리를 위한 현장적용에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3).

근적외선 분광법(Near infrared Ray, NIR)은 근적외

Table 1. The composition of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 after dismantling process (unit : wt. %)

Equipment
Ferrous

metals

Nonferrous

metals
PCBs Other

Plastics
Total

Color Black Subtotal

Electric cooker 13.28 23.65 6.90 3.71 27.93 24.52 52.46 100

Electric heaters 39.98 6.34 0.06 16.74 22.87 14.01 36.88 100

Air cleaner 5.52 - 1.85 23.99 43.28 25.36 68.64 100

Electric fan 31.88 1.23 - 34.67 26.90 5.32 32.22 100

Blender 2.12 0.35 1.21 63.88 32.13 0.31 32.44 100

Electric iron 36.01 13.38 - 15.14 29.20 6.27 35.47 100

Audio(CD player) 14.93 0.44 8.18 30.38 37.07 9.00 46.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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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파장 중 1,400~1,900 nm의 빛을 플라스틱에 조사하

여 반사되는 파장의 특정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플라스

틱 재질을 인식/선별하는 기술이며, 플라스틱의 재질을

자동 선별하는데 가장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8). 그러나,

검정색 플라스틱의 경우 근적외선 선별기에서 사용하는

근적외선 파장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므로서

재질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IR/Raman 분광법은 특정 파장대의 Laser를 조사하였

을 때 여기(Excitation)되어 발생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

를 통해 화합물의 분자 결합 또는 구조를 확인하는 방

법이며,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이 가능하다9).

Fig. 1에는 IR/Raman 분광분석 장비(규격 : VENTANA-

785-RAMAN-ROS)를 이용하여 생활계에서 배출된 검

정색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ET, PP, PS 재질의 분광

스펙트럼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스펙트럼 그래프(d)에

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재질별 인식이 가능한 IR/Raman

분광 스펙트럼 특징점(wavenumber)의 확인이 가능하다.

각각의 재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점(wavenumber)은

PET의 Carbonly group(H-C=O, -C=O, C=O), PP의

Methyl group(-CH3) symmetry 및 PS의 Double bonds

(C=C) peaks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

징점을 이용하여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 및 선

별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IR/Raman 분광법을 이용

하여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 선별설비를 가동하고 있으

나,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 카본블랙 첨가제

의 영향으로 재질 인식 및 선별에 한계가 있다. IR/

Raman 분광법을 이용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인식

및 선별방법은 IR/Raman 분광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거

리가 짧고 인식속도가 느린 분광장비의 한계 등으로 인

하여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3.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의 개념 및 특성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은 물질의 조성을 알고자 하는 소

재의 표면에 나노초의 펄스레이저를 조사하여 생성된

플라즈마를 여기(Exitation)원으로 사용한 원자 분광법

으로 측정원리를 Fig. 2에 제시하였다10). 시료표면에 펄

스레이저를 조사하면 레이저 에너지의 흡수를 통하여

극히 짧은 시간(10nsec) 안에 약 10,000 K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가 발생하며(Step1), 레이저 펄스가 종료되면

Fig. 1. IR/Raman spectrum of black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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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플라즈마가 냉각되면서(Step2) 플라즈마 내에 존

재하는 각 원소의 분광이 발생한다(Step3, 4). 이때 각

원소들의 분광을 분광기를 이용하여 포집하여(Step5) 각

원소 고유의 분광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Step6), 이러

한 분광신호를 분석하여 소재 내에 포함된 물질에 대하

여 정량/정성 분석할 수 있다11). 

LIBS 기술은 실시간으로 소재의 표면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Step1에서 Step6까

지 소요되는 시간이 수십 msec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접촉 방

식으로 특별한 측정조건 없이 일반 공기 중에서 분석/

선별하고자 하는 시편에 대하여 선별 전처리 과정이 필

요 없으며, 빠른 속도로 선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

별 정확도가 매우 높다. 또한, 소량 및 박막형 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이 높으나,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모든 화

학적 결합이 깨진 상태이므로 Carbonly group, Double

bonds(C=C) 및 C-N결합과 같은 화학적인 결합에 대해

서는 스펙트럼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10).

2.4. 시료 및 실험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중선별, 정전선별, 근적외선

분광법 및 IR/Raman 분광법 등 플라스틱 재질 선별기

술은 기술적 한계와 현장 적용에 단점 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IBS)

을 이용하여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인식 및 선별을

Fig. 2. Measurement principle of LIBS.

Fig. 3. LIBS equipment(a) and black plastics from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b).



74 박은규 ·정밤빛 ·최우진 ·오성권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1, 2017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3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LIBS 분석 장비의

본체와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별 시료를 제시하였다. 검

정색 플라스틱 시료는 인천에 위치한 폐소형가전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채취한 PP, PS, ABS, PA를 이용하였

으며, LIBS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재질별 스펙

트럼 특성을 분석하였다.

검정색 플라스틱 각 재질별로 획득한 LIBS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많

이 사용하는 차원축소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입

력변수를 축소하였으며, 데이터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

는 입력변수 축소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2). 

[Step 1] 학습 데이터의 집합 구성한다.

where, Γ : Input data, M : Number of data

[Step 2] 학습 데이터의 집합에서 데이터 집합의 평

균을 계산한다.

where, ψ : Average of dataset

[Step 3] 학습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평균값의 차를

계산한다.

[Step 4] 학습 데이터에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다.

[Step 5] 고유값 분석을 통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행렬과 고유벡터 행렬을 계산하고 가장 큰 고유값을 갖

는 M'개만 선택한다.

[Step 6] 각 데이터와 M'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는

변환 행렬 에서 선형변환에 의한 축소된 특징 데이터

S = Γ
1
, Γ

2
, …, ΓM[ ]

ψ = 
1

M
-----  

k 1=

m

∑Γk

φi = Γi  ψ–

C = 
1

M
-----  

k 1=

M

∑φk φk
T

⋅  = A A
T

⋅

C = UλU
T

Fig. 4. LIBS spectrum of black plastics obtained from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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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추출한다.

LIBS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검정색 플라스틱 각각

의 재질별 특징 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법(PCA)

을 수행하여 묶음화(Grouping or Classification)를 수

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폐소형가전 재활용 공정에서 회수된 ABS, PP, PS

및 PA 재질의 검정색 플라스틱 시료를 레이저유도붕괴

분광분석법(LIBS)을 이용하여 각 재질별 스펙트럼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스펙트럼의 평균 결과를 Fig. 4에 제

시하였다.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정확한 스펙트럼

분석과 시료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에 의한 오차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시료에 펄스레이저를 2회 조사하여 이

물질 등을 우선 제거하였으며, 3번째 펄스레이저의 조

사를 통하여 얻어진 스펙트럼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검정색 플라스틱의 각 재질별 스펙트럼에는 일부 노이

즈가 포함되어 있어 각 재질별 성분 간의 비율 등을

구분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재질별로 획득한 스펙트럼에 포함되어있는 노이즈

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Y축(Intensity)의 값을 ‘0’

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제시하였다. 각 재질별 스펙트럼을 정규화 과

정을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을 경우 정규화 수행전

의 스펙트럼 그래프보다 각 재질별 특성을 나타내는

peak의 위치 확인(Wave length)이 가능하였다.

폐소형가전의 검정색 플라스틱에 대해 재질별로 획득

한 LIBS 스펙트럼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처

리 과정에 적용하는 차원축소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

법(P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정규화 과정 수행

전과 후의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재질별 인식을 위한 군집

(Grouping) 형성이 정규화 과정 수행전보다 잘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정색 플라스틱

에 대한 재질별 스펙트럼의 PCA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질별 인식의 정확성 및 선별효율의 향상을 위

해서는 지능형 알고리즘의 연구를 통한 분류기의 설계

Y = W
T
X

Fig. 5. Result of normalization LIBS spectrum on LIBS spectrum of black plastics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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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분류기의 성능 및 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 재활용 공정에서 회수된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선별을 위하여 선별기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IBS)

을 이용하여 각 재질별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각 재질별로 획득한 스펙트럼 결과를 정규화하고 주

성분 분석법(P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폐소형가전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

히, 플라스틱류의 함량이 약 32~68%로 전반적으로 높

게 조사되었다. 유색 플라스틱의 경우 대부분 재질이 인

식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었으나, 검정색 플라스틱의 경

우 대부분의 재질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재질표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쉽게 판별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2.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선별기술 중 비중선별, 마

찰하전형정전선별 및 근적외선분광법의 경우 일부 재질

별 선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선별기술

의 경우에는 공정 및 운전조건 등이 현장적용에 제한적

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IR/Raman 분광법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별 특징을 분석하여 재질 인식 및 선별이 가능한 것으

로 확인하였으나,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인식의 한

계, 초점거리가 짧고 인식속도가 느린 분광장비의 문제

점 등으로 인하여 현장적용에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레이저유도붕괴분광분석법(LIBS)을 이용하여 검정

색 플라스틱에 대한 각 재질별 스펙트럼을 분석하였으

며, 분석 결과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규화 과

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규화 과정 수행으로 각 재질

별 특성을 나타내는 peak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였다.

5. 획득한 LIBS 스펙트럼 데이터를 차원축소 알고리

즘 중 주성분 분석법(PCA)으로 분석하였으며, 정규화

과정을 적용하여 각 재질별 군집화가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 및 선별

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6.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별 인식의 정확성 및 선별

효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능형 알고리즘 분야의 연구

를 통하여 효율이 우수한 분류기를 설계하고, 분류기의

성능 및 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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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LIBS spectrum analysis based on PC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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