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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박세범, 최요순*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ine Management Software: A Review

Sebeom Park, Yosoon Choi*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several mine management software programs developed in domestic 
and oversea countries. In the oversea countries, many companies hav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mine 
management softwares such as Dispatch, Cat® MineStar™ and FARA. These softwares provide many functionalities 
including real-time machine tracking, machine assignment optimization, productivity management, equipment health 
monitoring and remote control. For the domestic cases, this study reviewed two software programs (i.e., GEMISIMS,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because there is no mine management software 
currently commercialized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reports the two cases at the Jwaneng mine in Botswana 
and at the Robinson mine in United States where mine management software programs are used to support min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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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Dispatch, Cat® MineStar™, FARA 등과 같은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실시간 장비 추적, 장비 할당 최적화, 생산량 관리, 장비 상태 모니터링, 원격조종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는 없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GEMISIMS,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 등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나, 다소 제한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츠와나 Jwaneng 광산과 미국 Robinson 광산에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

하여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트럭 배차, 실시간 생산량 보고, 근접 탐지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표 부근에 부존된 고품위 광상이 대

부분 채굴되어 고갈됨에 따라 광산업계에서는 남아 있

는 저품위 광상을 효율적으로 채굴하기 위하여 고도로 

기계화된 대량생산 장비를 광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광산의 대형화와 기계화로 인해 현장에서의 채광공정

은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으며, 투입되는 장비는 

물론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훨씬 많아졌다. 오늘날 

해외의 선진화된 광산에서는 이처럼 복잡해진 채광공

정과 장비 및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

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mine management software)

들을 현장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는 광산에 투입되는 차량관리

(fleet management), 원격조종(remote control), 적재-

운반 시스템 시뮬레이션(simulation of loading-haulage 

system), 자료관리(data management) 등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한다. 최근까지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광산관

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

부 기업들은 이를 상용화하여 전 세계 광산현장에 공급

하고 있다(Aksoy and Yalcin, 2000, Oraee and 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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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b-based production report of Dispatch (image 
source: Modular Mining Systems, http://modularmining. 
com)

2004, Yan and Lai, 2007, Krause and Musingwini, 

2007, Ercelebi and Bascetin, 2009, Choi, 2011, Choi 

and Nieto, 2011, Park and Choi, 2013, Park et al., 

2013, Park et al., 2014a, Park et al., 2014b).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 광산에 비해 광산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가 비교적 적고 영세한 규모로 운

영되기 때문에 국내 광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현황과 활용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광업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

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

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되어 활용되

고 있는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의 경우에는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된 광산관리 소프트

웨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외 광산

현장에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여 논문에 제시하였다.

2. 해외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비해 규모가 큰 광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광산현장에 많은 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광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

터 광산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광

산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

었으며, Caterpillar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광산관

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된 대표적인 광산관리 소

프트웨어에 대해 조사하였다.

2.1 Modular Mining Systems: Dispatch

Dispatch는 미국의 Modular Mining Systems에서 개발

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제품군 중의 하나로 200개 이상

의 광산현장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광산관리 소프

트웨어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http://modularmining. 

com). 이 소프트웨어는 트럭 배차 최적화(optimization 

of truck assignment),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

tioning System, GPS)을 이용한 장비 위치 선정(GPS- 

based equipment positioning), 장비 상태 모니터링(equipment 

health monitoring), 유지관리 추적(maintenance tracking), 

실시간 생산량 보고(real-time production reporting), 근

접 탐지 시스템(proximity detection system)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Dispatch에서 제공하

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2.1.1 트럭 배차 최적화

광산의 적재-운반 시스템에 투입되는 트럭들은 작업

의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적재작업을 위해 적재지점에 도착한 트럭이 바로 

적재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적재지점에서 대기하게 

된다면 시간당 광석의 운반량은 감소하고, 연료 소비량

은 증가하여 광산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Dispatch는 실시간으로 트럭의 배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광산에 투입

되는 트럭들의 작업 지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적화된 트럭 배차 정보를 제공한다.

2.1.2 실시간 생산량 보고

이 기능은 웹 기반으로 실행되며 사용자 친화적인 특

징을 가지고 있다(Fig. 1). 사용자는 애드혹(ad-hoc) 네

트워크를 통해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분석결과를 다

른 사용자나 기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생산량 분석

결과는 장비 운전자에게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2.1.3 근접 탐지 시스템

근접 탐지 시스템은 장비 운전자에게 다른 장비들의 

위치와 작업장 내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 혹

은 청각적 신호로 전달한다(Fig. 2). 거리를 기반으로 하

는 근접 탐지 시스템은 GPS, 전파식별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레이더(radar) 등을 이용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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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ximity detection module of Dispatch (image 
source: Modular Mining Systems, http://modularmining. 
com)

Fig. 3. User interface of Cat® MineStarTM (image source: 
Caterpillar, http://mining.cat.com/products/ technology)

Fig. 4. Terrain module of Cat® MineStarTM (image source: 
Caterpillar, http://mining.cat.com/products/technology)

약지반이나 붕괴위험사면과 같은 위험요소들과 주변 

장비들을 감지한다. 이 기능은 특히 적재 혹은 덤핑지

점과 같이 작업장의 혼잡한 구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근접 탐지 시스템은 광산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작업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Caterpillar: Cat® MineStar™

Cat® MineStar™는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회사인 Cater-

pillar에서 개발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장비 

추적(real-time machine tracking), 장비 배차(machine 

assignment), 생산량 관리(productivity management), 

장비 상태 모니터링(equipment health monitoring), 장

비의 원격조종(remote control of machine)과 같은 기

능을 제공한다(http://mining.cat.com). Fig. 3은 스마트

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app)의 형태로 개발된 

Cat® MineStar™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Cat® MineStar™

는 Fleet, Terrain, Detect, Health, Command로 구성되

는 5가지의 모듈을 탑재하고 있으며, 5가지 주요 모듈

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2.1 Fleet

이 모듈은 광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광물 혹은 

폐석의 위치 및 이동,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PC 혹은 

휴대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Fleet 모

듈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장비의 배차계획과 

단기 채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모듈의 활용을 통

해 광산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채

광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2 Terrain

Terrain 모듈은 시추(drilling), 드래그라인(dragline), 

적재(loading) 작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장비의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운전자들은 

운전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광석의 품위, 천공

계획, 다른 장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

다. Fig. 4는 드래그라인의 운전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Terrain 모듈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2.3 Detect

Detect 모듈은 Dispatch에서 제공되는 근접 탐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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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nceptual view showing the principle of proximity 
detection module of Cat® MineStarTM. (a) Detecting 
other vehicle using radar. (b) Visual and auditory 
warning in truck’s cab (image source: Caterpillar, 
http://mining. cat.com/products/technology)

Fig. 6. View of the command module of Cat® MineStarTM 

in the control center (image source: Caterpillar, 
http://www.cashmanequipment.com/blog/tag/nevada)

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장비의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레이더는 다른 장비의 접근을 감지하게 되고, 

운전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는 다른 장비의 접근이나 

작업장 정보를 시각적 혹은 청각적 신호를 이용하여 장

비 운전자에게 알려준다(Fig. 5). 이 모듈은 다른 장비

의 근접 상태와 작업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모

듈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2.4 Health

트럭, 도저, 로더와 같은 광산에 투입되는 중장비들은 

채광공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Health 모듈은 장비의 고장

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예

기치 않은 고장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비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

비 운용 시 발생하게 되는 보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2.2.5 Command

Command 모듈은 앞서 설명한 Fleet, Terrain, Detect, 

Health 모듈을 조합하여 원격조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듈이다. 광산현장에서는 사면붕괴, 

낙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장비 

운전자가 직접 장비에 탑승해 작업하기 어려운 지점들

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Command 모듈을 이용

하게 되면 장비의 원격조종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

보하면서 채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Fig. 6은 광산의 

관제센터(control center)에서 Command 모듈을 이용하

여 지하광산 내부에 있는 장비를 원격조종하고 있는 모

습을 보여준다.

2.3 MISOM Technology: FARA

FARA는 미국의 MISOM Technology사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의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다

(http://www.misom.com). 사용자는 FARA 앱이 설치

된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데이터 수집, 작업장의 

체크리스트 작성, 장비의 추적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광산관

리 소프트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능을 제공

하지만, 휴대기기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Fig. 7). 다음은 FARA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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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User interface of FARA. (a) Login screen. (b) Main 
screen

Fig. 8. Light fleet management system provided by FARA

2.3.1 Forms

광산의 현장감독자나 작업자들은 FARA의 ‘Create new 

document’ 기능을 이용하여 생산량 보고서, 작업장 안

전 보고서, 장비 점검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문

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문서들은 소프트

웨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편

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FARA에서 제공되는 다

양한 문서의 양식들은 소프트웨어 제작사를 통해 수시

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2.3.2 Time measurement

FARA 소프트웨어는 광석의 적재, 운반, 덤핑과 같은 

적재-운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단위작업들의 소요시

간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Light fleet management 

system’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Fig. 8). 일반적으로 광

산의 작업 소요시간은 스톱워치와 필기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자에 의한 측정 오류나 기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FARA에서는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소요시간 측정과 작업내역의 기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

한, 사용자는 측정된 단위작업들의 소요시간을 분석하

여 적재-운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장비의 배

차계획, 단기 채광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3. 국내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국내에서 가행 중인 광산은 해외 광산에 비해 비교적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데이터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

부분의 국내 광산에서는 고가의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광산을 운영하기보다 현장작업자의 경험

에 의존하여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가 전무하며, 이와 관련

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연

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GEMISIMS

GEMISIMS는 노천 채광장의 적재-운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Choi와 Nieto (2011)

가 개발하였다(Fig. 9). GEMISIMS는 구글어스, Keyhole 

Markup Language (KML), 광산의 비포장도로에서 트

럭의 최적 운반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듬, GPSS/H 

시뮬레이션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적재지점과 덤핑지점 사이의 최

적 운반경로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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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User interface of GEMISIMS. (a) Login screen. (b) 
Main screen (Choi and Nieto, 2011)

Fig. 10. 3D view of a truck model provided by GEMISIMS 
(Choi and Nieto, 2011)

(a)

(b)

(c)

Fig. 11. User interface of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 
(a) Simulation tab. (b) Parameter tab. (c) Result tab 
(Park et al., 2014c)

광산의 적재-운반 시스템에 투입되어야 할 최적의 트럭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프

로그램의 인터페이스와 구글어스의 3차원 뷰어(viewer)

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Fig. 10).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노천 채광장의 적재-운반 시스

템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단순한 형태의 적재-운반 시스템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운반경로와 다양한 유형의 장비가 투입

되어 운영되는 노천광산의 적재-운반 시스템을 시뮬레

이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3.2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

Park 등(2014c)은 (주)쌍용자원개발의 동해 석회석 노

천광산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여 트럭과 쇼밸로 구성된 

적재-운반 시스템의 장비 선택과 배차계획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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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erial view of Jwaneng mine, Botswana (image source: Google Earth, http://www.google.com/earth/index.html) 

Windows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을 개발하였다(Fig. 11). 이 소프트웨어는 

GEMISIMS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트럭 배차방식, 트럭

의 고장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적재

지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개발된 소프트

웨어는 크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 부분과 시뮬레이션 엔진 부분으로 구성

되며, Visual Basic.NET 2012와 GPSS/H 시뮬레이션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었다. 소프트웨어

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라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자동으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GUI의 시뮬레이션 결과 탭을 통해 출력한다. 

사용자는 화면을 통해 가장 최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 혹은 테이블 형태의 자료를 

통해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개발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노천광산 적재-운반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산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연구지역에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다른 현

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4.1 Jwaneng 광산의 활용 사례

Jwaneng 광산은 보츠와나 남부(24°31’23”S, 24°42’07”E)

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의 다이아

몬드 광산이다(Fig. 12). 이 광산은 2006년 광산의 적재

-운반 시스템에 투입되는 트럭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Modular 

Mining Systems사의 Dispatch를 도입하였다. 광산기술

자들은 Dispatch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광산에 

적용되고 있는 적재-운반 작업 방식, 작업의 지연시간

과 그 원인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작업자들의 과도한 휴식시간과 1회 적재 시 발생하는 

트럭 대기시간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Jwaneng 광산에서는 2006년 7월부터 Dispatch를 활

용하여 광산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10개월 동안 트럭 

대기 시간에 대한 광석의 생산량(tonne/truck ready 

hour)이 9.2% 증가하였으며, 트럭순환시간(truck cycle 

time)이 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또

한, 광산 전체의 생산성은 13% 증가하였다. 이 광산의 

사례를 보았을 때,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를 현장에 적용

하면 광산의 생산성과 수익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Robinson 광산의 활용 사례

Robinson 광산은 미국 네바다(Nevada)주 White Pine 

카운티에 위치(39°15’35”N, 114°58’36”W)하고 있으며, 

주로 납과 금을 생산하는 광산이다(Fig. 14). 광산은 Nevada 

Mining Company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510여명의 

인력과 29대의 광산트럭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산이다. 

Robinson 광산에서는 2007년부터 Caterpillar의 Cat® 

MineStar™
를 도입하여 광산을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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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Effects of Dispatch on mine operation. (a) Increase of tonne per truck ready hour. (b) Decrease of truck cycle 
time (modified from Modular Mining Systems, 2011) 

Fig. 14. Aerial view of Robinson mine, NV, USA (image source: Google Earth, http://www.google.com/eart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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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광산에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장비의 연료 주입시간

과 연료 주입 시 발생하는 대기행렬의 길이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며, 트럭의 타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 

및 보수비용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on 광산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

성 물질을 포함하는 토사 혹은 폐석을 Fleet 모듈을 이

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이동 및 적재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잠재적인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Fleet 모듈을 이용

하여 광산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들을 모니터링하고, 장

비의 작업 유무, 장비의 상태, 작업자의 상태 등을 실시

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Fleet 모듈을 적용한 Robinson 

광산은 장비의 상태와 작업자의 건강과 관련한 응급상

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광업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해외의 경

우 미국 Modular Mining Systems의 Dispatch, Caterpillar

의 Cat® MineStar™, MISOM Technology의 FARA와 

같이 이미 상용화되어 다수의 광산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외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들은 트럭 배차 관리에

서 장비 원격조종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능들을 제공하

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

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인 GEMISIMS와 Truck-Shovel 

fleet optimization의 기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소

프트웨어들은 해외의 소프트웨어들에 비해 다소 제한

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의 활용 사례로서 보츠와나에 위

치한 Jwaneng 광산은 Dispatch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트럭순환시간

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네바다 주의 Robinson 

광산은 Cat® MineStar™
를 이용하여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장

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광업 분야에서 광산관리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생산성 

향상, 채광공정의 최적화, 장비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국내의 광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수준은 해외 광업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광산관리 시스템과 관

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용화 

및 현장 도입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

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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