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1 : 2143~2148 Nov. 2016

아두이노 기반 WiT(WiFi Trashcan)의 설계 및 구현

유종열 · 김현일 · 이장호 · 양동민*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WiFi Trashcan based on Arduino 

Jong-Yeol Yoo · Hyun-Il Kim · Jang-Ho Lee · Dong-Min Yang*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요  약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에 IT기술들이 스며들고, 환경적 요소와 융합하는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초연결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IT기술을 환경적 요소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WiT(WiFi Trashcan)를 제안한다. WiT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WiFi를 무료로 제공해주

는 쓰레기통이다. WiFi와 Trash-can을 합성한 WiT(WiFi Trashcan)는 사람이 쓰레기를 넣었을 때, 투입 여부 및 부피

를 감지하여 쓰레기를 버린 사용자에게 WiFi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쓰레기를 감지하기 위해 초음파 센

서를 사용하고,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무게 센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측정된 센

서 값을 라즈베리파이에 전송하여, WiFi 제공시간을 결정한다. WiT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설계 

및 구현되었다. 

ABSTRACT 

Recently due to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deas and technology that blend with environment have evolved. 
This technology can help people's living environment and in the future i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connected 
society. In this paper, we propose WiT(WiFI Trashcan)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IT technology fus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same time to create a more pleasant environment. WiT provides a free WiFi when trash is 
disposed  in the trash can. WiT detects whether a user disposes trash, determines the volume of the trash and provides 
free WiFi. To detect trash we use ultrasonic sensor and trash weight is measured by using weight sensor. Also by using 
Phython programming the measured sensor value is transmitted to Raspberry Pie and WiFi delivery time is determined. 
We used Arduino and Raspberry Pi to design and implement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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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

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기

반이 되는 기술은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이다. 사물인

터넷은 각종 산업 분야 및 실생활과 융합되어 많은 영

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환경에 이로운 점을 가져다주는 기술들이 개발되

고 있다. 추세에 발맞춰 본 논문에서도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WiT(WiFi Trashcan)를 구상하고 구현하

였다. WiT는 WiFi와 쓰레기통을 결합한 것으로, 사람

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쓰레기나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WiT는 사람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게 되면 센서

로 이것을 인식하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무료 

WiFi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

을 통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

라 동시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르다는걸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나중에는 WiFi를 제공하

지 않아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 문화가 생

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사

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WiT를 구현한다. WiT

에 사용되는 쓰레기통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형 쓰

레기통을 사용한다.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하기 위

하여 아두이노의 UNO R3버전을 활용하고, 쓰레기의 

출입을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센서(HCSR04), 그리고 

쓰레기의 무게를 감지하는 무게센서(HX711)를 활용

한다. 

또한 사용자에 WiFi를 제공하기 위해 라즈베리파

이3 Model B를 활용한다. 아두이노의 초음파 센서와, 

무게 센서를 컨트롤하기 위해 아두이노 스케치를 활

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에서

는 WiFi를 제공하기 위하여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

용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아두이노(Arduino) [1]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마시모 반지 교수라는 사람

이 토리노 인근의 이브레아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구상

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아두이노는 그림 1과 같이 마이

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과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단순화시킨 제품이다. 오픈 소스를 지향하

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함께 기판에 다양한 센서나 추

가 부품 등의 장치를 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아두이

노는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된 전자 플랫폼으로 컴퓨터와 연결해 소프트웨어

를 로드하여 동작시킬 수 있다. 또한 제어용 전자 장치

를 활용하여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

어라고 할 수 있다.          

Fig. 1 Arduino UNO R3

2.2.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란 영국의 라즈베리파

이 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만든 싱글 보드 컴퓨터이다. 그래픽 성능

이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학생들이 저렴하고 

쉽게 프로그래밍을 접하기 위한 소형 컴퓨터를 타겟으

로 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라즈베리파

이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RAM, CPU가 장착되어 있

다. 하지만 HDD 및 SSD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며, SD 

Card를 외부 기억장치로 사용한다. 그리고 라즈베리파

이에서 ‘파이’는 파이썬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라즈베

리파이에서는 파이썬을 비롯하여 라즈베리파이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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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 데비안과 아치 리눅스, QtonPi등의 리눅스 배포

판을 제공한다.

Fig. 2 Raspberry Pi 3 Model B

2.3. 사물인터넷 [2]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환

경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또는 사물 간의 데이터

를 소통하는 기술 서비스라고 한다. 사물인터넷은 1999

년 MIT의 Auto-ID Center 소장이었던 케빈 에쉬튼

(Kevin Ashron)이 제안했다. 인간, 사물, 서비스의 세 가

지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

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게를 형성하는 사물 공

간 연결망이다. 동시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이다. 또

한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유비쿼터스와 비슷하지만, 통신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

장하여 사물은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

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한 단계이다.

Ⅲ. 시스템 모델

3.1. 아두이노의 센서 제어 및 감지 기능 [3, 4]

아두이노 UNO R3를 활용하여 센서를 제어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센서는 그림 3과 같은 초음파 센

서와 그림 4와 같은 무게 센서이다. 이러한 센서 들을 

제어하기 위해 아두이노 스케치를 활용하여 초음파 센

서의 감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쓰레기통

의 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지 할 수 있다. 또한 무게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쓰레기통에 들어온 쓰레기 무게를 실

시간으로 감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지된 데이터를 유

선으로 라즈베리파이3 Model B로 전송한다.

Fig. 3 Ultrasonic Sensor(HCSR04)

Fig. 4 Weight Sensor(HX711)

3.2.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WiFi 제공 기능 [5, 6]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WiFi를 제공해준다. WiFi를 제공해주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라즈베리파이3 Model B에서는 아두이노에서 감

지된 쓰레기의 출입 유무 및 무게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그리고 릴레이 모듈을 통해 WiFi를 온/오프 시켜 쓰레

기를 버린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또한 WiT는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WiFi 제공 시간을 결정하게 된

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쓰레기통의 대기시간이 20분 경

과 후 초음파센서의 변화값을 통해 쓰레기의 투입 유무

를 확인한다. 그리고 무게 센서의 증가값을 통해 현재 

투입된 쓰레기의 무게량을 감지한다. 

이렇게 감지된 쓰레기의 무게가 0g이상 50g이하 일 

때, WiFi 5분을 제공하며, 50g 이상일 때, WiFi 10분의 

시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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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aph of change of sensor value when entering 
trash

3.3. WiT 시스템 

WiT는 그림 6, 7과 같이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자

주 사용되는 원형 쓰레기통이다. WiT를 구성하기에 

앞서 쓰레기의 출입 유무를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

(HCSR04)를 상단 입구 부분에 부착한다. 그리고 출입

한 쓰레기의 무게를 감지하기 위해, 쓰레기통의 하단부

분에  무게 센서(HX711)를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쓰레

기를 버린 사용자에게 WiFi를 제공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3 Model B)를 그림 7과 같이 쓰레기통 뚜껑 상단 

부분에 부착한다. 

Fig. 6 WiT Ultrasonic Sensor and WiT  Weight Sensor

이러한 WiT 모델의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 쓰레기의 출입 유무를 초음파로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 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는 데이터는 쓰레기

통 입구의 지름만큼 거리 값을 계산한다. 

Fig. 7 WiT

쓰레기가 출입되면 지름이하의 거리값이 감지된다. 

이 때 데이터가 직전 데이터값과 비교하여 데이터가 다

를 때, 쓰레기가 출입했음을 감지한다. 그리고 하단부

에 부착되어 있는 무게 감지센서를 활용하여 출입한 쓰

레기의 무게를 감지한다. 감지한 무게 데이터는 쓰레기

출입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비교한 쓰레기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면 상단에 장착되어있는 라즈베리

파이3 Model B에게 WiFi를 제공하라는 신호를 보내주

어 사용자에게 WiFi를 무료로 제공한다.

Fig. 8 System of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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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동작 

알고리즘은 초음파 센서와 무게 센서를 가동하는 아두

이노 UNO R3을 동작시킨다. 동시에 WiFi를 제공하기

위한 라즈베리파이3 Model B를 동작시킨다. 

아두이노 UNO R3를 통해 초음파 센서와 무게 센서

의 측정값(UC, WC)을 얻어온다. 측정값은 라즈베리파

이에서 사용자에게 WiFi를 제공하기 위해 넘겨진다. 라

즈베리파이는 측정된 초음파 센서 값을 이후의 측정값

(UA, WA)에 넣는다. 측정된 초음파 센서값(UA)은 기

존의 초음파 센서값(UB)과 비교하여 측정값이 적으면 

쓰레기가 출입한 것으로 감지한다. 이 경우 기존의 무

게 센서값(WB)과 측정된 무게 센서값(WA)를 비교하

여 WA가 클 경우 쓰레기가 출입하였고,  WA만큼의 무

게의 쓰레기라는 것을 감지한다. 출입한 쓰레기의 무게

값(WA)는 50g 미만일 때, 5분의 WiFi의 시간을 제공해

주고, 50g 초과일 때, 10분의 WiFi 시간을 제공한다. 그

후 출입한 쓰레기값(WA)은 총 쓰레기 무게값(WT)에 

더해지며, 쓰레기의 총량을 감지한다.

Fig. 9 Processing Algorithm of WiT

Ⅳ. 결 론[7]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WiT 시스템 모델은 아두이노  

UNO R3 모델의 초음파 센서(HCSR04)와 무게 센서

(HX711)를 활용하여 쓰레기의 출입 및 무게를 감지한

다. 또한 감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입한 쓰레기의 무

게에 따라 다른 WifI 사용 가능 시간을 제공해준다. 이

러한 기능을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한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를 넣을 시에 공개적

으로 WiFi를 제공한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 

쓰레기를 넣은 개인에게 WiFi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NFC tag 인증 및 WiFi 임시 비밀번호 제공 등의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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