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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각국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에너지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빈병 재활용을 위하여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을 통한 회수는 한계가 존재하며,  빈병무인회수기 또한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시행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빈병무인회수기에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병 인식 및 보증금 환불을 위한 병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OpenCV와 CNN을 

이용한 복합 식별 알고리즘으로서 제안 알고리즘의 효용성 평가를 위하여 빈병무인회수기에서 동작하는 분류 시스템

을 구현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빈병 정보 및 무인회수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We are striving to strengt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duce household waste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 is also striving for the circulation of energy resources by enacting laws to promote resource saving and 
recycling.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n empty bottle deposit system for the recycling of empty bottles, but 
there is a limit to the collection through manpower and the reverse vending machine is not localiz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yclable bottle recognition and classification algorithm which is essential in the reverser vending machine 
to promote energy resource circulation. The proposed algorithm is a complex identification algorithm using OpenCV 
and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we 
implement a classification system that operates in an reverse vending machine, so that it can easily acquire information 
about bottles and reverse vending machine in various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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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 증가, 도시화, 대

량 소비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 또한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책으로 각국에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생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과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몇몇 강대국의 노력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역시 심각해지는 생

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폐기

물 감량 및 재활용을 폐기물관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을 시행하

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에너지자원순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

에너지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

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

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

한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빈용기를 분리 선별

하여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 회수 및 재사

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산자는 재사용을 위한 

도소매업소의 회수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4,5].

빈용기 재활용을 위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마트에서 인력으로 빈용

기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명이 30병 이상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 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톰라 제품으로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빠

른 보증금 정보 업데이트와 국내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또한 고장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려워 환

경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무인회수기가 배치된 마트에

서 실제로는 운영이 정지된 것들도 있다. 이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소주

병 이외에는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

을 가지고 있는 병이 많아서 무인회수기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식별 모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내 무인회수기 개발의 실정이다[2].

본 논문에서는 무인회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식별 모듈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초석 연구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빈용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 주요

색과 모양, 바코드, 라벨 이미지, 보증금 라벨 등을 활용

하여 빈용기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OpenCV와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복합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무인회수기에

서 동작하는 분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계 이론에서는 

이미지 정보 분석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에 관

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복합 식별 알고리

즘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에서는 빈용기 식별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계 이론

2.1. 딥러닝(Deep Learning)

딥러닝에서는 여러개의 비선형 변환 기법을 이용해

서 학습 데이터를 높은 수준의 추상화로 변환한 후 이

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주요 특징들을 추출한다. 그 후 

추출된 데이터 군집 및 분류를 수행하는 Auto Encoder, 

DBN (Deep Belief Network), CNN 등의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된다. 딥러닝

은  최근 영상인식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탁월한 성

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영상 인식 대회인 ImageNet 

Challenge에서는 2012년 이후 딥러닝을 적용한 모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은 1989년 얀 리쿤 교수가 손글씨 문자 인식을 위해 제

안한 딥러닝 기술로서 인간이 비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나열된 모델을 이용한

다.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손쉽

게 분류하기 위해 저차원의 정보를 고차원으로 확장

해서 분류한다.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이 컨볼루션 계층(Convolutional Layer), 풀링 계층

(Pooling Layer 또는 Sub-sampling Layer), 그리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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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Classification Layer)으로 구성된다.

Fig. 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합성곱 신경망은 컨벌루션 계층과 풀링 계층을 번갈

아가며 수행함으로써 학습 영상으로부터 인식 대상의 

특징을 추출한다. 

Fig. 2 Max Polling

컨벌루션 계층은 원본 영상이나 이전 계층의 출력인 

특징맵을 입력으로 사용하며 N X N 크기의 필터를 슬

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컨벌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객체의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입력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객체의 에지, 코너, 선의 끝 부분

과 같은 특징을 추출하여 특징맵(Feature Map)으로 표

현하기 위한 계층이다. 풀링 계층은 입력 픽셀을 2x2 크

기의 서브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 영역에서 픽셀의 

최대 풀링(Max Pooling), 평균 풀링(Average Pooling), 

최소 풀링(Min Pooling)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역

의 한 점으로 매핑하게 된다. 풀링 계층에서는 가장 큰 

특징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최대 풀링을 사용

하게 된다. 그림 2는 2x2 필터를 이용한 최대 풀링 연산

과정을 나타낸다. 컨볼루션계층과 풀링 계층이 번갈아

가며 여러 차례 수행되고 나면 주요 패턴 정보를 가진 

특징들이 추출되며 이 특징을 기반으로 분류 계층에서 

최종적으로 분류된 영상의 인식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6,7].

Ⅲ. 제안 알고리즘

3.1. 병 학습 알고리즘

빈병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학

습 모델 선별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환경부 공표에 

따르면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 병은 약 120종류이며, 재

활용이 가능한 병까지 합치면 500 종류 이상으로 조사

되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한 선행 연구에서 200 종류의 

병을 모아서 학습을 시킨 결과 경쟁 후보군이 많아져 

정확도가 85% 미만으로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모양의 유사성

병모양은 입구가 작고 바닥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유선형의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② 라벨의 유사성

투입 과정에서 라벨이 항상 고정 위치로 향하도록 

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벨이 일부만 보이는 경우

가 많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병에 붙어있는 라벨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인식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③ 색의 유사성

비슷한 모양과 색을 가진 병들이 많이 존재하여 유

사성으로 인한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인회수기는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병 입구

를 먼저 투입 또는 병 바닥을 먼저 투입)으로 투입하며 

고정적인 위치가 아니라 특정 범위 내에 병이 투입되면 

인식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기 동작의 특수성 

때문에 기준을 정하여 그룹화 하여 학습을 진행하여 경

쟁 후보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병

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주요색에 따

라 분류하고 분류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을 진

행한다. 

표 1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빈용기 보증금 제품현황

[5]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색을 분류한 예시이다. 주요색은 갈색, 녹색, 파란

색, 투명으로 분류하였다. 주요색을 이용하여 1차 분류

를 진행하게 되면 비교할 경쟁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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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MIN Table Schema

Color Type Etc

Brown Beer, Bokbunja 330ml, 500ml, 640ml

Green
Soju, 

Baekhwasoobok, 
Seoljoongmae

360ml, 700ml

Blue Dokdo Charm 330ml

Transparent
Beer, Beverage, 

Seoljoongmae gold
330ml, 360ml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색에 따라 분류된 

이미지를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OpenCV의 캐스캐

이드 분류기를 통해 병 이미지만 잘라낸다. 배경 이미

지가 너무 강조될 경우 최대 풀링 과정에서 배경이 특

징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학습 데이터의 양은 식별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데이터셋 처리 과정을 통해 준비된 이미지보

다 더 많은 이미지로 늘리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

해서 keras에서 제공하고 있는 ImageDataGenerator를 

사용하였다[8].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학습을 위해 사용

된 datagen을 활용한 소스 코드 중 일부이다. 이미지 생

성을 위해서 넓이 조절, 높이 조절, 확대, 회전 등의 다

양한 변화를 주었다

keras.preprocessing.image.ImageDataGenerator(

    samplewise_center=False,

    featurewise_std_normalization=False,

    samplewise_std_normalization=False,

    zca_whitening=False,

    rotation_range=10,

    width_shift_range=0.1,

    height_shift_range=0.1,

    shear_range=0.1,

    zoom_range=0.1,

    channel_shift_range=0.1,

    fill_mode='nearest',

    horizontal_flip=False,

    vertical_flip=False,

    rescale=None,

    preprocessing_function=None)

Fig. 3 Image Data Generator

그림 4는 병 학습을 위한 진행 과정을 나타낸다. 주

요색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 이미지를 ImageData 

Generator를 통해 추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학습하여 

CNN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4 Proposed Bootle Training Algorithm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 텐서플로우(tensorflow)에서 

제공하는 Inception v3 모델을 이용하였다[9]. 그림 5는 

데이터셋 이미지의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사

용된 주요색 그룹은 녹색이며 소주(참이슬, 처음처럼 

등), 백화수복, 칠성사이다, 설중매 등 22 종류의 병 이

미지를 학습시킨 결과이다.

Fig. 5 Train Dataset Imag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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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이미지는 한 종류당 30~40장으로 촬영

하였으며, ImageDataGenerator를 사용하여 확장 이미

지 생성과정에서 200~300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습

을 위한 learning rate는 0.001 이며, epoch는 10,000으로 

설정하였다. Inception V3 모델은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dropout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다.

Fig. 6 Proposed Bootle Classification Algorithm

3.2. 병 식별 알고리즘

그림 6은 병 식별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병 이미지

를 받아들이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미리 학습된 

Inception 모델을 이용하여 병이 맞는지 확인한다. 병 

이미지가 아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일 경우 사

용자의 디바이스로 오류 메시지를 전송한다. 병 이미지

로 판별된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주요색을 분석한다. 

주요색을 분석하는 방법은 OpenCV의 calcHist 함수를 

이용한 컬러 히스토그램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10]. 병

에 대한 CNN 판별 진행 전에 컬러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한 주요색을 구하게 되면 CNN 판별에 사용될 학습 

모델을 정확하게 선택 가능하며, 이미지 판별을 위한  

후보 이미지가 줄어들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ig. 7 Find Main Color Screen

그림 7은 입력된 이미지와 주요색의 결과를 보여주

는 화면이다. 주요색을 구한 후 주요색을 가진 병을 학

습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CNN 판별을 진행한다. 

Fig. 8 Image Classification Screen

그림 8은 최종적으로 식별된 이미지의 결과이다. 입

력된 사진과 일치하는 식별결과가 출력되었다.

Table. 2 Bottles Table Schema

Field Type ETC

idx int(11)
Primary Key

Auto Increment

name varchar(100) not null

type varchar(100) not null

capacity int(11) not null

deposit int(11) not null

color enum
(brown, green, blue, etc)

not null

created_at timestarmp not null

upadted_at timestamp no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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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병 식별 알고리즘 성능 평가

병 식별을 위해서 갈색, 녹색, 파란색, 투명으로 주요

색을 분류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병의 수는 

환경부에서 공시한 제조사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한국순환지원유통지원센터 공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총 173종으로서 병 이미지는 각 30~40장씩 총 6,727개

이며, keras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후 총 

이미지는 67,7270개이다. 성능평가 결과로 갈색은 98%, 

녹색은 100%, 파란색은 97%, 투명은 98%, 모든 이미지

를 함께 평가했을 때는 95%의 성능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가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이 생산년도별로 다르고, 이벤트를 위해 잠깐 동안 

한정판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

고해도 라벨 이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병 정보 식별 시스템

4.1.  데이터베이스

표 2는 병 정보 테이블을 나타낸다. 병 정보 제공을 

위한 테이블은 기본 키, 상품명, 병 종류, 용량, 보증금, 

주요색, 정보 등록일, 정보 갱신일 필드로 구성하였다.

Table. 3 Images Table Schema

Field Type ETC

idx int(11)
Primary Key

Auto Increment

bottle_idx int(11)
(bottles idx)

not null

base64 longtext not null

created_at timestarmp not null

upadted_at timestamp not null

표 3은 학습을 위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 정보

테이블을 나타낸다.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정보 테이

블에 있는 bottle_idx를 이용하여 병 정보 테이블의 병 

이름을 이용하여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이미지 정보 테

이블의 이미지의 base64 인코딩 정보를 jpg 이미지로 

디코딩하여 정장한다. 저장된 이미지는 ImageData 

Generator를 이용하여 많은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후 

CNN 학습을 진행한다. 

Fig. 9 Bottle List Screen

4.2. 병 정보 식별 시스템

학습을 위한 이미지를 관리하고, 식별을 위한 병 정

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홈페이지를 구현하였다. 

구현 홈페이지는 파이썬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이용

하여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미

들웨어에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이미지 식별이 처

리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는 병 정보 목록을 보여주

는 화면이다. 주요색에 따라서 이미지 정보를 등록, 수

정,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10은 해당 병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이미지를 등록하

고 삭제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Fig. 10 Image List Screen

그림 11은 이미지를 이용한 병 정보 식별을 위해 구

현된 화면이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해당 이미지를 분

석하여 정보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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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age Classification Screen

Ⅴ. 결  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환경 문제 우

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순환

을 위해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환경 폐기물 중 일부인 

빈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빈용기 회수 및 보관에 소

요되는 일정 비용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빈용기 보

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용기를 수거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무인회수기의 국산화가 어려운 

관계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산

화된 무인회수기의 도입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회수기에서 핵심 모듈로서 동작

하는 효율적인 빈병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이

용한 빈병 식별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OpenCV를 이용하여 주요색을 구하고, 주요색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습된 합성곱 신경망 학습 모델을 이용하

여 병을 식별하는 복합 식별 알고리즘이다. 또한 제안 

알고리즘이 적용하여 현재 향후 연구로서 진행 중인 실

제 개발되고 있는 무인회수기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 알고리즘과 구현된 시스템은 현재 연

구 진행 중인 빈병 무인회수기를 위해서 구현되었으며, 

기존의 운영 중인 독립형 무인회수기의 문제점인 인식 

문제 및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초

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서버를 경유하는 것이 아

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모델을 적용하여 실

시간으로 빈병 식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빈병을 회수

하는 편의점 및 대형 마트의 운영자용 애플리케이션으

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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