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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선정

1.   아이디어 제목

“선박 탑승자의 실시간 위험감지를 위한 영상 기반 딥러닝 시스템 개발”

2.   선정 이유

1) 해양 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사고 건수가 증가하며, 2018년도에 2,671건, 2019년도에 2,971이 발생함.

(선박 간의 충돌, 탑승자가 바다에 추락 등) 

2) 위와 같은 사고와 더불어 탑승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실종, 사망과 같은 큰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큼

3) 낚싯배와 같은 5t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음

4) 선장이 360도 모든 시야를 파악하며 탑승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5) 선장이 직접 선상의 모든 인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3. 목표

선박에 부착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탑승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 파악 임베디드 시스템 구축

통계 자료 출처 :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70&board_cd=INDX_001



아이디어 구현 계획

1. 딥러닝을 이용한 구명조끼 검출 및 인식 관련 연구 조사

2. 임베디드 보드 OS 설치 및 사용법 숙지 (Coral Dev Board)

3. 처리 속도와 검출 및 인식 성능을 고려한 CNN 모델 선정

4. 선정한 CNN 모델 양자화(Quantization) 진행

5. 딥러닝 전이학습 방법 조사

6. 구명조끼 데이터셋 수집

7. 수집한 데이터셋의 라벨링 진행

8. 전의 학습 진행

9. 전체 시스템 통합

10. 다양한 방법의 디버깅 진행

11. 영상 제작 및 편집

구현 계획

개인 파트 분류

팀장 : 송현학

개인 파트 : 1, 8, 9, 10, 11 

팀원 : 이성주

개인 파트 : 2, 3, 4, 8, 9

팀원 : 전호석

개인 파트 : 5, 6, 7, 8, 9



아이디어 특징 및 장점

- 본 아이디어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구명조끼 검출 및 인식을 하도록 함.

- 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YOLO, SSD, Faster R-CNN, Mask R-CNN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고 있음.

본 아이디어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베디드 보)를 타겟을 목적으로 처리 속도, 검출 및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CNN 모델을 선정하여 양자화(Quantization)를 시켜 검출 및 인식률은 유지 또는 향상되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 딥러닝 모델에서 기존의 여러 객체가 훈련된 Weights 파일을 기준으로 본 아이디어에서 필요한 객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전이학습을 진행할 것

- 고비용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임베디드 보드와 영상을 이용하므로, 가격의 부담이 없어 제품의 대중화 가능성이 높음. 

- 본 아이디어가 대중화되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인명피해(실종, 사망)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본 아이디어는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객체를 검출 및 인식하는 것으로,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선상에서의 추락 감지, 선반 간의 충돌 감지 등을 추가

하여 다방면의 위험 감지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음.

특 징

장 점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인 파트 분류

개인 파트 진행

통합 시스템 구축

디버깅 및 영상 제작

10.12 ~ 10.18 

10.19 ~ 10.31

11.01 ~ 11.15

11.16 ~ 예선

진행 일정

10월 11월



감사합니다

송현학
Rainy_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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