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큐브랩,
도시폐기물 관리를 
혁신하다

이큐브랩과 보다폰 IoT가
도시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여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he future is exciting.

Ready?



더 똑똑해진 쓰레기통, 더 똑똑해진 도시

해결과제
도시폐기물 관리의 혁신

이큐브랩(Ecube Labs)의 창립자 권순범 CEO가
문제점을 처음 느낀 것은 대한민국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걷던 도중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측이
가정폐기물 수거사업 규모를 축소하자 시민들이
가정 쓰레기를 공용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동네에 넘쳐 흐르는 쓰레기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미관상, 건강상으로 전혀 좋지 않았고
전반적 도시의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권순범 CEO는 회상합니다.

이에 권순범 CEO가 내놓은 해법은 CleanCUBE
였습니다. CleanCUBE는 태양열 충전식  압축장치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혁신적 쓰레기통입니다.
CleanCUBE는 기존 쓰레기통 대비 8배 더 많은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획기적이었지만, 새롭게
결성된 이큐브랩 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티 유티넨(Matti Juutinen) 이큐브랩 마케팅
매니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쓰레기통,
즉 쓰레기를 비울때가 되면 무선으로 이를 알려주는
기능 까지 포함 된 쓰 레기 통에  대한 포부 를 가지고
있었습 니다 .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차별 화가 가능한 
부분이 라고 생각 했습니 다. 각 조직이나 지방의회는
이러한 실시간 지능을 활용,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쓰레기 수거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쓰레기통이 넘쳐 흐르는 일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leanCUBE의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큐브랩은 CleanCAP을 개발했습니다. CleanCAP은
고체형 폐기물과 액체형 폐기물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일반적
쓰레기통이나 폐기물 탱크 등 모든 형태의 용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leanCAP이 장착된 쓰레기통은
CleanCUBE와는 달리 8배 더 많은 쓰레기를 저장할
수는 없겠지만 가득 찼을 경우 수거 인력에게 이를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유티넨은 "우리는 곧바로 이 스마트한 쓰레기통이
가져다 줄 환경적 이점과 효율성 제고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막대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며 "서울의 폐기물 처리 작업이 10%
줄어들면, 탄소 배출량도 1,000톤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고 말합니다.

도시를 거닐고 있는 당신, 날씨는 덥지만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넘쳐 흐르는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오고 말았고 불쾌지수는 이내 높아집니다. 쓰레기통 관리는 누구
책임이지? 왜 비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찰나, 쓰레기 냄새가 닥쳐옵니다.
넘쳐 흐르는 쓰레기통이 현대 도시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한 진취적 기업이 조만간 당신 주변의 거리 위에서도 쉽게 만나게
될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해결책
글로벌 시장을 향한 포부

포부를 지원해 줄 파트너 기업을 찾고 있던 이큐브랩은
보다폰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다폰은 완성된 IoT통신 서비스를 통해
CleanCUBE와 CleanCAP의 실시간 상태정보 전송
기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보다폰은 이큐브랩에게 필수적이었던 글로벌서비스
제공 역량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티넨은 “우리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통해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연결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단일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며
"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큐브랩은 많은 에너지를
지닌 기업이지만 , 그 에너지를 판매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 하고 싶기 때문입 니다. 우 리는 새 로운 국 가에
진출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파 트너 를 찾아 사 업
협력 을 위해 협의 하는 일을 매번 되풀 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고 말합니다.

유티넨은 "보다폰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존경받는 기업과의 협업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각 국가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증을 보다 순조롭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트업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신뢰성을 보다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이큐브랩은 또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큐브랩이 내놓는
요구사항에 보다폰이 매우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유티넨은 “보다폰의 지원은 정말 완벽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보다폰의 가장 큰 고객은 아니지만, 보다폰은
우리가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 줍니다. 또한, 보다폰은 장기간의 계약관계나 비용
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유연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덕분에 이큐브랩의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이큐브랩 사례 연구

“ 보다폰의 지원은 정말
완벽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보다폰의 가장 큰 고객은
아니지만, 보다폰은 우리가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 줍니다.

마티 유티넨(Matti Juutinen),
이큐브랩 마케팅 매니저 ”



핵심 요점
보다 스마트하게 작업하는 방법

• 기존 2500대였던 장치를 2017년 말까지
2만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 기업가 정신을 지원합니다:
보다폰은 스타트업 기업인 이큐브랩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격정책을 지원합니다.

• 혁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CleanCUBE와 CleanCAP 제품 모두
쓰레기 수거 작업의 효율을 80%까지
증대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스마트하게 작업하는 방법: 스마트한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들은 쓰레기통이 꽉
찼을 경우에만 방문하여 수거를 하게 되므로
연료비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흘러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솔루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다폰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존경받는 기업과의 협업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각 국가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증을 보다
순조롭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트업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신뢰성을 보다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티 유티넨(Matti Juutinen), 이큐브랩 마케팅 매니저

“

고객사에 대하여

• 이큐브랩은 태양열 스마트 쓰레기통 및 초음파
쓰레기통 잔여용량 감지 센서를 통해 쓰레기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거리 환경을
개선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으로, 미국 LA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 현재 유럽, 미대륙, 중동, 아시아, 호주 등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 www.ecubelabs.com

향후 전망
도시의 거리에 더 깨끗한 미래를

시당국, 여러 대학교 및 대기업과 함께 서울시에서
CleanCUBE를 시범 운용한 이래 이큐브랩의 제품
판매량은 극적인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4년
100대의 CleanCUBE를 판매했던 이큐브랩은
2016년에는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호주 등지에서
2,500대를 판매했습니다. 이큐브랩 제품은 현재
더블린, 콜롬비아,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의 공항,
보행자 전용 거리, 대학 캠퍼스 등에 배치 돼있습니다.

유티넨은 “CleanCAP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leanCAP은 더 저렴하고, 제품 조달 기간이 더욱
짧으며 기존에 사용 중인 폐기물 처리 인프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판매량은 90:10의 비율로
CleanCAP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 말합니다.

유티넨에 따르면 이큐브랩은 2017년까지 2만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유티넨은 “우리는 서비스 이용자
급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며 “흥미를 표명한
고객들은 곧 제품 특성을 이해한 뒤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100건의 인바운드 문의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운이 좋아도 월간
2~3건에 그쳤었습니다”고 말합니다.

세계 50개 도시에서 CleanCUBE와 CleanCAP이
운용되고 있는 현재, 이큐브랩은 자사 제품의 영향력을
확인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의 8배에 달하는 CleanCUBE의 저장
능력은 그 자체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CleanCAP의
경우 아직 사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유티넨에 따르면 초기 운용 정보 수집 결과 스마트한
폐기물 수거 방식을 통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최대
80% 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벨기에 겐트시의 경우 이큐브랩의 현지 파트너
기업인 ESE N.V.와 함께 2017년 6월 30대의
CleanCUBE 압축기를 설치하고 3개월 이내에 도시
폐기물 주간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큐브랩의 폐기물처리 네트워크에는 폐기물
수거차량 기사 및 관련기관의 관리 부서 인력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큐브랩의
소프트웨어는 쓰레기통 내부의 폐기물량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통의 충만 시점을 예측하고 최적의
쓰레기 수거 경로나 최적의 쓰레기통 용적을
추산하는 등 폐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기타
여러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티넨은 “우리 기술은 활용하기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일부 고객사의 경우 우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소의 조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폰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와 글로벌한 시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큐브랩은 운용방식에
대한 조언을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ww.vodafone.com/business/iot/korea

Vodafone Group 2017. 본 문서는 보다폰의 기밀 문서로서, 보다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Vodafone 및
Vodafone 로고는 Vodafone Group의 상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타 제품명 및 회사명은 각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인쇄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서 내의 정보는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보다폰에 의해 수정, 보충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약관 조건을 따르며, 요청시 복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vodafone.com/business/iot/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