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최근 대한민국 재활용
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배출 단계에서 수거 
후 선별까지 가는 재활용품 비율을 의미하는 명목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단계에서 실질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재활용품 비율인 실질 재활용률이 서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분리배출 된 
플라스틱은 선별 작업 2단계에서 3분의 1, 3단계에
서 15% 이상이 걸러져, 실질 재활용률은 40% 정
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주요 원인은 포장
재 미제거, 플라스틱 내 이물질 삽입 등 국민의 올
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한 
이유이다. 

본 논문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학습
을 제공하는 AI 기반 분리배출 교육 플랫폼 서비
스를 기획하고 재활용품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리
사이클링 봇 이미지데이터 학습모델 구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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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리사이클링 봇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
(AR)을 이용한 직관 및 체험 기반 로봇 전용 스마
트 분리배출 서비스이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
집되는 이미지데이터들을 학습하고 판단하는 모델
을 구현하여 효율적인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
속적이고 능동적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유
도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II. 리사이클링 봇 구성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사이클링 봇 그 
기능과 서비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입력 매체가 되는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에 사용자가 접속하고, 분리해 배출하고자 
하는 자원을 카메라로 촬영한다.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는 자원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동
시에 제안한 학습모델의 정확도를 주기적으로 향
상하게 시키는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가 운영되면 될수록 학습 데

분리수거를 위한 리사이클링 봇 이미지데이터 학습모델 구현

노유정 · 신복숙*

한국폴리텍대학

Implementation of Image Learning Model for Recycling 
Yujeong Noh · Boksuk Shin* 

Korea Polytechnics 

E-mail : shinbs@kopo.ac.kr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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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리사이클링 봇은 대량으로 수집되는 이미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식 판단하기 위한 AI 학습모델을 
적용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machine learning model for Recycling bot, which is a platform service 
of recycling education. The recycling bot applied with a AI model using collected image set. The experiment confirms 
that classified by the model result are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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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축적되고, 모델의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데
이터 분류 정확도는 향상된다.

 제안하는 학습모델에서는 이미지데이터를 머신
러닝 모델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벡
터화, 차원 축소 등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
게 되며, 전처리가 완료되면 제안한 학습모델은 분
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
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학습
모델이 판단하게 되면 무색 플라스틱, 유색 플라스
틱, 비닐, 캔, 종이, 병 등의 자원의 종류로 구분하
고 각 자원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VR/AR로 제공하는 프로세
스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VR/AR 튜토리얼

그림 2는 VR/AR 튜토리얼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며, 판단된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가 부착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내용물이 남아있는 페트병이라면, 
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다, ②부착상표를 제거한
다, ③압착한다, ④뚜껑을 닫는다, ⑤무색 플라스틱 
배출함에 넣는다. 등의 단계적 절차를 VR/AR로 제
공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III. 이미지 학습 모델 

리사이클링 봇은 우선 대량으로 수집되는 이미
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식 판단하기 위해 AI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진행한다.

이미지데이터를 머신러닝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
미지를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 크기, 이미지 

밝기, 대비 조절, 배경 제거, 경계선 및 모서리 감
지, 다차원배열의 벡터화 등이 그 변환에 해당한
다. 그리고 이미지데이터는 픽셀 단위의 데이터이
기 때문에 매우 많은 특성(feature)을 가진다. 특성
의 개수가 샘플 데이터 수보다 많으면 training 
phase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training phase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샘플 데이터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일반적으로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혹은 특성 선택(feature selection)을 사용한 차원 축
소 과정을 거친다[1].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미지데이터 처리는 N개의 
데이터를 training set으로 활용하여 변경 가능한 모
델의 매개 변수들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즉, 데이
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training set에 있는 이미
지 데이터들에 라벨링 하여, training set에 있는 각
각의 이미지데이터들이 카테고리(target vector)를 
가지게 한 후 training phase(learning phase)에서 
training set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function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찾아낸 function
을 test se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미지의 카테고
리를 찾는데 적용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일반화 성
능을 파악해낸다. 특히, 이미지데이터 분류처럼 패
턴인식 관련 기술 분야에서 function을 찾는 데 사
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데이터를 올바른 카
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일반화(generalization) 성
능은 매우 중요하다[2].

그림 3은 학습모델에 적용한 학습 데이터를 보
여주고 있고, 학습모델에 사용한 총 2,527개 데이
터는 cardboard, glass, metal, paper, plastic, trash로 
구분하여 학습을 진행하며, 종류별로 403개, 501개, 
410개, 594개, 482개, 137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는 최적의 학습률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
사 하강법을 이용하였으며 학습률에 따라 손실이 
변화하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리사이클링 봇 기능과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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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 데이터 종류

그림 4. 경사 하강법(GDA) 학습률 설정

IV. 실험 결과

그림 5는 리사이클링 봇에서 사용한 학습모델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오차 행렬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6종의 자원을 분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학습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 손실과 검증 데이터를 이용
하였을 때의 손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학습모델 평가(Confusion matrix)

그림 6. 학습모델 평가

Ⅴ. 결  론

본 논문은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리사이클
링 봇 AI 학습모델을 구현하고 그 실험을 진행하
였다. 향후에는 제안한 학습모델과 튜토리얼 서비
스를 구현할 VR/AR를 서로 연결하고 분리배출 서
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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