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운전의 졸음은 이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잠을 잘 수없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및 졸린 운전 링과 같은 많은 
졸음 방지 시스템이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1] 
뇌파를 사용하여 졸음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있
는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Ⅱ. 시스템 개요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1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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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개요

Ⅲ. 딥러닝

1) 눈의 위치 표시

2) 라벨 붙이기가 완료되면 각 파일마다 라벨 
위치가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 생성

3) 체중이 점차 증가하고 컴퓨터 자체가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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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깊은 학습 (YOLO)을 사용하여 눈을 검사하고 졸음을 확인한 다음 
수중 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There are many jobs, not actually sleeping. Sleepy driving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modern 
socie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o control underwater guns by using deep learning (YOLO) 
to check eyes and to check drowsiness. So let your mind b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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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YOLO)

Ⅳ. 신호 증명

Arduino MAC 주소 할당, 모터 제어 변수 출력 
모드 설정 및 서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연결이 
설정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한다.

그림 2. 시스템 계획

V. 실  험

본 논문의 실험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의 예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면을 취하지 않는 직업, 운전을 
하는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졸음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YOLO를 이
용한 안구 운동 학습, Arduino를 이용한 신호 검출, 
워터 샷 제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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