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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ading source of occupational fatalities is a portable ladder in Korea because it is widely used in 
industry as work platform. In order to reduce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for 
the accidents caused by portable ladder. Therefore,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injury death by 
portable ladder for recent 10 years to investigate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Next, to monitor wearing of 
safety helmet in real-time while working on a portable ladder, this study developed an object detection 
model based on the You Only Look Once(YOLO) architecture, which can accurately detect objects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model was trained on 6,023 images with/without ladders and safety helmet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etection model was 0.795 for F1 score and 0.843 for mean average 
precision. In addition, the proposed model processed at least 25 frames per second which make the model 
suitable for real-time application. 
Keywords : Occupational safety, Portable ladder, Safety helmet, Object detection, Machine learning

1. 서 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64년 시작될 때 5%대였던 산
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0.48%까지 줄었
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조
원을 넘었으며,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는 2017년 
964명으로 연간 천여 명에 이른다[1]. 또한, 우리나라 노
동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
준에 달하는 실정이다[2]. 

우리나라의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은 85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3]. 사고사망의 발생형태는 떨어짐 347명
(40.6%), 끼임 106명(12.4%), 부딪힘 84명(9.8%) 순

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 기인물은 이동식사다리 41명
(4.8%), 슬레이트 지붕 35명(4.1%), 단부 32명(3.7%), 
백호 30명(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동
식사다리는 단일 기인물 중에서는 가장 주요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동식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라 통로로 사용되어야 타당하나, 간편성과 경제성으로 고
정 사다리가 없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동식 사다리는 제조업, 건설업, 서
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동, 설비의 설치･수리･점검, 
하역･적재 등 다양한 작업에서 작업발판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말에 이
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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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술지도, 그리고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체품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 현장
에서 혼란과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커서 경작업, 협소한 
장소 등 제한적인 조건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사용금지를 완화하였다.

이동식사다리는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
업현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동식사다리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Kim et al. (2009)은 이동식사다리 본체의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사다리의 미끄러
짐 특성을 시험하였다[4]. Song et al. (2013)은 사다리
에서 추락하는 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사다리 사용상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5]. Sim and Kang (2017)
은 사다리 안전기준 보완 및 안전교육 강화를 제안하고 안
전한 사다리 사용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6]. 

한편, 이동식사다리를 활용하는 작업은 작업 높이가 높
지 않음에도(예: 3m) 추락으로 인해 사고사망의 빈도가 
높다. 2014년 산업재해원인조사에 따르면 ‘계단, 사다리
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해 31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25명(80.6%)은 안전모를 착용하면 재해를 예
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7], 근로자의 사고사망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동식사다리 사용 중 안전
모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건설
현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선통신 기술(예: RFID, 
Zigbee)을 활용하여 안전모 착용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8], 비용문제 및 사용불편 등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식사다리에 의한 사고사망을 경감시키
기 위해 이동식사다리 관련 중대재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이동식사다리 사용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기계학습 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의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이동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를 심
층 분석하였다. 그리고 작업자 간섭 없이 CCTV로부터 촬
영된 영상에서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실시
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계학습에는 YOLO (You Only Look Once)
가 사용되었으며, 개발된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를 통
해 산업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안전모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이동식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연구 방법

2.1 재해 통계 분석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업무상 재해
로 요양결정 승인된 사고사망 통계 자료9)에서 이동식사
다리와 관련된 294명의 사고사망 재해특성을 분석하였다. 
재해 발생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업종, 
건설현장 규모, 공사 규모에 따른 공정률, 사고상 병명)에 
따른 재해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해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에는 도수분포표와 카이제곱검정이 사용되었다.

2.2 이동식사다리 및 안전모 탐지

2.2.1 YOLO 기반 탐지 방법

본 연구는 YOLOv3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CCTV
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를 실시간
으로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YOLO는 현재 
v1~v3[11~13]의 버전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속도 및 정
확도가 개선되고 있다. YOLO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물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YOLOv3는 [Figure 1]과 같이 입
력 이미지를 격자로 분할한 후, 각 격자에서 정해진 개수의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예측한다. 예측된 경계 상자
는 물체의 위치(중심 좌표, 크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 상자 내에 물체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과 물체
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 값을 가진다. 본 연구의 
YOLOv3는 격자당 5개의 앵커 상자(Anchor box)를 사
용하여 크기가 다른 물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14]. 
본 연구의 YOLOv3의 백본 네트워크는 GoogleNet을 기
반으로 한 Darknet을 사용하였으며, CNN 계층(layer)은 
총 53개로 구성되었다. 

[Figure 1] A simplified illustration of the YOLO object 
detection model for safety helmet and portabl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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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미지 데이터셋(Dataset)

본 연구는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탐지하
기 위해 이미지 분류 및 경계 상자 라벨이 있는 데이타셋
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개된 이미지 데이터셋(ImageNet, 
Open Image, MS COCO, LVIS 등)은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 분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Open Image는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는 아니
지만 이와 유사한 일반사다리와 헬멧(예: 자전거용)을 분
류해 제공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사다리의 경
우 Open Image에 포함된 일반사다리 이미지를 사용하였
다. 한편, 안전모는 유관 연구에서 사용되었거나 인터넷에
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Figure 2]와 같이 수
집하여 사용하였다[17, 18]. 학습용 데이터는 6,023장
(전체의 약 88%)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된 모델
의 성능 평가에는 839장(전체의 약 12%)의 이미지를 사
용하였다.

[Figure 2] Examples of the dataset used in this study 
(left: portable ladder, right: safety helmet)

2.2.3 성능 평가 척도 및 네트워크 학습 환경

본 연구는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 
F1-score와 mAP (mean Average Precision)를 사용
하였다. F1-score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의 조화평균으로 계산된다[19]. 그리고 mAP는 정밀도-
재현율 곡선의 면적으로 계산되며 평균 정밀도를 나타낸
다[20]. 

본 연구의 학습에는 워크스테이션 컴퓨터(Intel Xeon 
silver 4110, Nvidia GeForce RTX 2080 Ti, 32GB 메
모리)가 사용되었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Windows 10에
서 Anaconda 4.7.12와 Python 3.7.3 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YOLOv3 알고리즘은 PyTorch로 구현된 것[21]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이동식사다리 관련 사망재해 분석

3.1.1 연도별 사망재해 현황

이동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연도별 사망재해 현황은 
[Figure 3]과 같다. 최근 10년간 294명의 사망재해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매년 30여명이 이동식사다리에서 사고
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최근 2년간 40명대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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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umber of fatalities caused by a portable ladder

3.1.2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최근 10년간 이동식사다리에 의한 사망재해는 업종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3)= 
59.24, p<0.001). 이동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재
해 중 63.95%가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건설업
에서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에
서 19.05%, 제조업에서 14.29%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
업은 설치･해체,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 이동식사다리의 
사용이 빈번하여 관련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Table 1> Status of fatalities by the industry

Industry Number of death due to injury (%)

Construction 188 (63.95)

Service 56 (19.05)

Manufacturing 42 (14.29)

Others 8 (2.72)

Total 2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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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이동식사다리로 인한 사망재해는 건설 공사금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χ2(4)= 
56.02, p<0.001). 건설현장의 공사금액별 이동식사다리 
사망재해는 <Table 2>와 같이 1억 원 미만 현장에서 78
명(41.49%), 1~3억 원 미만 현장에서 29명(15.43%), 
3~20억 원 미만 현장에서 35명(18.62%), 20억 원 이상 
현장에서 45명(23.94%)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규모 
이상의 현장에 비해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현장에서의 이동식사다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동식사
다리에 의한 사망재해는 건설업 외 업종의 규모에 따라 통
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5)=26.97, 
p<0.001). 건설업 외 업종에서 사업장 규모별 이동식사
다리 사망재해는 <Table 3>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 52
명(49.06%), 5~15인 사업장 25명(23.6%), 16~49인 
사업장 20명(18.87%), 50인 이상 사업장 9명(8.49%)
이 발생하였다. 건설현장과 유사하게 영세 사업장에서 이
동식사다리 사망재해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 건설 공정률별 사망재해 현황

공사금액별 사망재해가 발생한 공정률은 <Table 4>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모든 공정률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특
히 5% 미만의 공사초기(12명)와 공사완료 후(10명)에 
사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0

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공사 중간 정도에, 120억 원 이
상의 건설현장은 공정률 80% 이상의 공사 후반에 사망재
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은 일반적으로 조경, 전기, 인테리어 등의 전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식사다리가 공사 전반에 지속적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률에 걸쳐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금액이 작은 건설현장은 공사초
기 및 공사완료 시점에 이동식사다리로 인한 사망재해가 

Work Progress
Less than 

100 mil. won
100 ~ 300 
mil. won

300 mil. ~ 
2 bil. won

2 bil. ~ 12 bil. 
won

More than 
12 bil. won

Not 
classified

Total

Less than 5% 12 2 0 0 0 0 14

5∼10% 6 3 2 2 0 0 13

10∼20% 8 1 3 0 0 0 12

20∼30% 9 5 2 0 0 0 16

30∼40% 3 2 1 1 1 0 8

40∼50% 7 4 8 3 1 0 23

50∼60% 6 0 4 1 2 0 13

60∼70% 6 2 3 4 1 0 16

70∼80% 6 4 7 5 4 0 26

80∼90% 3 1 2 1 8 0 15

More than 90% 2 5 3 2 8 0 20

After completion 10 0 0 1 0 0 11

Not classified 0 0 0 0 0 1 1

Total 78 29 35 20 25 1 188

<Table 4> Status of fatalities by work progress and construction cost

<Table 2> Status of fatalities by construction cost

Construction cost Number of death due to injury (%)

Less than 100 mil. won 78 (41.49)

100 ~ 300 mil. won 29 (15.43)

300 mil. ~ 2 bil. won 35 (18.62)

2 bil. ~ 12 bil. won 20 (10.64)

More than 12 bil. won 25 (13.30)

Not classified 1 (0.53)

Total 188 (100)

<Table 3> Status of fatalities by size of company

Size of company Number of death due to injury (%)

Less than 5 persons 52 (49.06)

5 ~ 9 persons 13 (12.26)

10 ~ 15 persons 12 (11.32)

16 ~ 29 persons 10 (9.43)

30 ~ 49 persons 10 (9.43)

More than 50 persons 9 (8.49)

Total 1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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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므로 이 시기에 특별히 안전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3.1.5 상병별 사망재해 현황

이동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상병은 [Figure 
4]와 같이 뇌손상,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외상에 의한 
두부의 손상이 260명(88.44%)으로 이동식사다리 사망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
식사다리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는 대부분 떨어
짐인데, 떨어짐 사고는 인체구조 상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에
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모를 근로자
에게 지급과 착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동식사다리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Figure 4] Number of fatalities by injury type

3.2 이동식사다리 및 안전모 탐지 

본 연구의 학습 성능(F1-score)은 [Figure 5]와 같이 
안전모와 이동식사다리를 적합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측 모델은 안전모를 상대적으로 
정확(안전모 미착용 mAP=0.951, 안전모 착용 mAP= 
0.974)하게 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본 연구
의 모델은 사다리를 탐지하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mAP=0.733)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평균 성능
은 0.886로 분석되었다. 

평가용 이미지에 대한 성능은 <Table 6>과 같이 이동
식사다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모에 대한 오탐지는 [Figure 6]과 
같이 안전모와 유사한 모자나 두건을 착용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촬영 각도가 적합하지 않아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동식사다리의 
오탐지는 [Figure 6]과 같이 사다리의 대표적인 특징과 
유사한 물체(예: 세로로 또는 경사져 있는 철근 구조)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모델
(mAP=0.843)은 기존 연구(0.812~0.847)와 유사하거
나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CTV 영상으로부터 실시간 탐지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해 다양한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파일의 탐지에 
적용하였다. 탐지 결과는 <Table 7> 및 [Figure 7]과 같
다. CCTV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인 SD(480p) 및 
HD(720p)에 대해 FPS(frames per second)가 25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당 25회 촬영하는 CCTV
의 영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를 충
분히 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5] Examples of successful detection for safety helmet 
and portable ladder

<Table 5>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for the 
training dataset

Class F1-score mAP

No Helmet 0.911 0.951

Helmet 0.920 0.974

Ladder 0.723 0.733

All classes 0.852 0.886

<Table 6>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for 
testing dataset

Class F1-score mAP

No Helmet 0.856 0.946

Helmet 0.918 0.976

Ladder 0.611 0.611

All classes 0.795 0.843

Park et al. (2019)[10] - 0.847

Nath et al. (2020)[17] -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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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mples of incorrect detection for safety helmet 
and portable ladder

<Table 7> Detection speed of the proposed model for videos 
with different sizes

Video size Average FPS

360p 38.52

480p 32.45

720p 25.37

[Figure 7] Examples of detection from a video for helmet and 
potable ladder

4. 고찰 및 결론

이동식사다리는 거의 모든 업종과 일상생활에 널리 사
용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기인물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사망재해에 대한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
에 따르면 매년 3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이동식사다리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건
설현장에서 이동식사다리 사용 중에 사고사망이 많이 발
생하고 있으며, 이동식사다리의 사용이 많은 공사 초기 및 
종료 시점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동식사다리로 
인한 사고사망은 대부분 떨어짐에 인한 머리 부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관
리를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동식사다리에 대한 효율적 및 효과적인 안
전 관리를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동식사
다리 작업 시 안전모의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CCTV 등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
로 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속도가 빠른 
YOLO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학습된 탐지 모델의 학습
성능은 F1-score와 mAP가 0.795와 0.843로 나타나 기
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사다리에 대한 탐지성능이 안전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이는 학습에 사용된 사다리 이미지의 수가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탐지 모델은 
탐지 속도가 25 FPS 이상으로 나타나 CCTV 등에서 측
정된 영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동식사다리와 안전모 착
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학습 알
고리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공개된 
데이터셋 및 유관 연구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
행하였다. 따라서 산업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방
대한 이미지에 대해 학습을 후속연구로 진행하면, 본 연구
에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물체 탐지 알고
리즘은 지금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개선되거나 전혀 새로
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체 탐지 알고리
즘이 개선 및 새롭게 개발되면 본 연구의 탐지 성능과 속
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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