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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모토 : 결국엔 미술원 고인물끼리 으쌰으쌰

0. 팀 소개

팀명 : MIZ (미즈) 

팀원 : 강우진, 김지연, 김희경, 조도현 



<석관동 쓰레기 문제>

안녕 석관동 분리수거장아 
나는 오늘 이후로 너를 떠나려고 해 . 매번 분리수거를 할 때 마다 보이지 않던 너. 
너의 수가 적어서 그런지 매번 분리수거를 하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너를 찾지 못해서 항상 일반쓰레기들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쓰레
기들을 넣어 보냈어. 
너가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다른 석관동 주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인지 석관동의 골목골목길은 집앞마다 
여러 페트병과 박스들 같은 부피가 큰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 
미관상으로 보기에 좋지도 않고 나는 악취를 맡으며 나는 항상 너를 원망했어. 
너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 너가 보이는 빈도수를 높이고 정확한 너의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었더라면 내가 너를 떠날 이유는 아니였을거야.  
너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잘있어 석관동 분리수거장아 ! 안녕! 

1. 공감하기

•공감한 이야기

팀명 :미즈



리서치 할 내용 

•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정확한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알지못해 쓰레기를 그냥 투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 밤늦게 쓰레기를 버릴 때 1인여성가구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게됨.
• 서울시 거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통계와 석관동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
• 1인가구여성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 분석

리서치 결과 

• 팀원들의 ‘석관동에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로써의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보안’문제와 ‘쓰레기 투기’문제임이 드러남.

1. 공감하기

•리서치

팀명 :미즈



1. 공감하기

•페르소나

• 이름 : 김미즈
• 나이 : 25
• 직업 : 학생
• 거주지 : 서울 석관동

• 성향 (Character)

밤늦은 새벽시간대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다.
주로 늦은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 행동유형(Behaviors)

주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으며 택배배달을 많이 시킨다. 
배송쓰레기 배출량이 많은편이다. 

• 불만사항 (Frustrations)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집근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
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밤 늦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 가로등이 적
은 길가로 나가는것이 두렵다.

팀명 :미즈



사용자는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 쓰레기를 버리려다 쓰레기를 버리는곳의 위치를 알지못함

- 밤 늦은 시간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때  두려움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대처는 무엇인가?

- 쓰레기를 집 앞에 투기함

      - 할일이 많은 낮시간대에 굳이 집에 다시 돌아와 쓰레기를 배출함

사용자의 선택(대처)에 영향을 준 내적 동기  및 외적 상황이나 환경은 무엇인가?

- 늦은 시간 외출에 대한 두려움(어두움, 치안에 대한 두려움)

-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배출장에 대한 정보 부족

- 활동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환경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는 무엇인가? (외부로 드러나는 요구)

- 쓰레기를 안전하게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싶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악취와 같은 각종 쓰레기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싶음

2. 문제와 목표 정의

•문제 표현

팀명 :미즈



2. 문제와 목표 정의

•문제 분석

팀명 :미즈

문제의 원인 원인의 속성들

1.
1.쓰레기 배출장소를 모름
2.
 입주시 쓰레기 규율등에 대한 정보없음
1.
2.쓰레기 배출시설 부족
1.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발생
1.
3.보안, 안전상의 문제로 
  늦은시간 쓰레기 배출의 어려움

1.
1.쓰래기 배출 장소를 모름
o입주시에 별도의 안내가없음(->무지)
o정확한 위치를 알수가없음(->지도에도 표기 X)
o어디에 있는지 모름(->아무데나 버림)

2.
2.쓰레기 배출 시설 부족
o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할때 턱없이 부족함
    (->버릴곳이 부족해)
o  만들곳을 만들어야 하나? 
   (비용, 시간적문제)
o

3.밤 늦은 시간 위험함
o할 것이 많은 낮에 나와 쓰레기를 배출해야함
 (->시간, 체력 소모)
o  사람이 완전히 많거나 아예 없으면 괜찮지만 한두명인 경우 불
안을 느낌



2. 리서치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 만들기

•리서치

팀명 :미즈

CCTV의 설치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범죄예방용 비상벨은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 청년 1인 가구 범죄 피해 가능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이 11배나 높았고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도 또한 매우 높았다.



2. 리서치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 만들기

•리서치

팀명 :미즈

성북구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층에 속함

서울 여성 1인 가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나 거주형태는 

여전히 다세대주텍, 고시원, 원룸 등으로 제한

-> 안전 문제도 주목받음



2. 문제와 목표 정의

•해결 가능한 원인 정하기

팀명 :미즈

예) 

1인 여성가구 쓰레기 배출시 문제 팀의 인적 역량 프로젝트 기한 비용 ...

쓰레기 배출 알려주는 공고문 O O O  

엘레베이터에 알림정보를 붙임 O O O  

쓰레기 장을 만듬 X X X  

가로등을 더 설치함 X X X  

쓰레기 배출장소의 부재 X X X  

쓰레기 배출 장소를 입주시 안내함 O O O  

집 앞에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알림 O  O  O  



2. 문제와 목표 정의

•해결안의 평가 기준

팀명 :미즈

1인 여성가구 쓰레기 배출시 집앞의 상황 명확히 알기

집 앞에 상황을 알아서 늦은시간에도, 안전하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해야함



2. 문제와 목표 정의

•사용자의 요구 및 요건

팀명 :미즈

요구(Needs) 요건(Requirements)

 
[R01] 
[설명] 쓰레기를 버릴때 안전하게 버려야함
[이유] 밤 늦은 시간에 집앞임에도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어둡고 무섭다
게다가 밖에 사람이 소수만 있다면 꺼려진다.
(많거나 없으면 괜찮음)
[기준] 낮시간대에 버린다면 해당되지 않음
[제한] 석관동 1인가구 여성이 언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
        (다양한 삶의 스타일) 

안전하게 쓰레기를 

집앞에 버리고 싶다!




3. 아이디어 만들기

•다양한 아이디어들

팀명 :미즈

아이디어 요구 및 요건 부합 여부 컴퓨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기타 적합도

• 쓰레기 배출장소를 알려주는 앱을 만든다 O O 유지/관리 문제가 있음

• 쓰레기 배출 장소까지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
든다 X X 어떻게 만들것인지더 

고민 필요

• 집 앞에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든다 O   O 어떻게 만들지 
고민 필요 



• 이름  
다쿠아즈 
  

• 작동 과정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집 앞에 사람이 일정시간이상 
있는 경우 안내를 한다. 

• 가치  
1인여성가구의 불안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3. 아이디어 만들기

•아이디어 소개

스케치/콜라주

팀명 :미즈



4. 제작 계획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구현계획

라즈베리파이

보드 : WeMos LORIN D32
①D32 ④D32③D32②D32

WIFI

트위터

인체감지센서

1.1. 집 앞에 사람이 있다

1.2. 집 앞의 사람 감지

1.3. 정보 취합

4개의 센서가 감지한 시간이 
총 30초가 넘으면 트위터로 
알림을 보낸다.

1.4. 트위터로 전송

“30초 이상 감지”

+ + +

팀명 :미즈

5초 10초10초 5초



4. 제작 계획

•구현계획

외관디자인

팀명 :미즈

LORIN D32

라즈베리파이

인체감지센서

트위터

코딩

코딩

코딩





import processing.net.*;

Server myServer;

PImage myMap;

color fill1, fill2, fill3;

color sensed, unsensed;

int s1time, s2time, s3time;

int interval = 5000;

void setup() {

  size(800, 600);

  // Starts a myServer on port 5204

  myServer = new Server(this, 1234); 

  println(Server.ip());

  myMap = loadImage("map.jpg");

  sensed = color(255, 0, 0);

  unsensed = color(0, 0, 0);

}

void serverEvent(Server myServer, Client someClient) {

  }

  if (s2time + interval < millis()) {

    fill2 = unsensed;

  }

  if (s3time + interval < millis()) {

    fill3 = unsensed;

  }

  fill(fill1);

  ellipse(179, 269, 15, 15);

  fill(fill2);

  ellipse(146, 462, 15, 15);

  fill(fill3);

  ellipse(654, 222, 15, 15);

  //println(mouseX, mouseY);

}

  println("We have a new client: " + someClient.ip());

}

void draw() {

  // Get the next available client

  Client thisClient = myServer.available();

  // If the client is not null, and says something, display what it said

  if (thisClient != null) {

    String whatClientSaid = thisClient.readString();

    if (whatClientSaid != null) {

      String ip = thisClient.ip(); 

      println(ip + "\t" + whatClientSaid);

      if (ip.equals("172.16.20.63")) {

        fill1 = sensed;

        s1time = millis();

      }

      if (ip.equals("172.16.20.216")) {

        fill2 = sensed;

        s2time = millis();

      }

      if (ip.equals("172.16.20.131")) {

        fill3 = sensed;

        s3time = millis();

      }

    }

  }

  //////////////////

  // 화면에 지도 표시

  // 화면에 센서의 위치/작동상태 표시

  //////////////////

  image(myMap, 0, 0, width, height);

  if (s1time + interval < millis()) {

    fill1 = unsensed;

1. 2. 3. 4.



4. 제작 계획

•구현계획

팀명 :미즈

진행과정 사진







4. 제작 계획

•우려되는 지점 또는 고민 비용, 예상 구현시간, 테스트환경 등에서 우려되는 점이나 고민을 작성하세요.

우려되는 지점 또는 고민 

• 실제 설치했을 때 잘 작동할까? 

• 사람과 그 외의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을
까? 

•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 할 수 있을까? 

더 알아야 할 것 

• 센서 4개의 정보를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취합하는 방법 

• 라즈베리파이의 정보를 트위터로 전송하는 
방법 

팀명 :미즈



4. 제작 계획

•재료구매 리스트

팀명 :미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