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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of smart mining technolog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guidelines developed by GMG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GMG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unites the global mining community. It was established to 

promote mining safet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Currently, GMG's working group 

consi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set management, autonomous mining, cybersecurity, data 

access and usage/interoperability, the electric mine, mineral processing, underground mining, 

and sustainability. Guideline development projects related to smart mining technology are 

being conduc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mining, cybersecurity, data access and 

usage/interoperability, and underground mining. As of April 2022, eight types of smart 

mining-related guidelines have been published through pre-launch, launch, guideline 

definition, contents generation, technical editing/layout/final review, and voting process. It is 

judged that the GMG guidelines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mart mining technolog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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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GMG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에서 개발한 광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

로 스마트 마이닝 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GMG는 글로벌 광업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비영리 단체이며, 광업의 안전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GMG

의 실무그룹은 인공지능, 자산관리, 자율 채광,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 운용성, 전기화, 

광물 처리, 지하 채광, 지속가능성 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마이닝 기술과 관련한 가이드라

인 개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자율 채광,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운용성, 지하 채광 실무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8종의 스마트 마이닝 관련 가이드라인은 사전 착수, 착수, 가

이드라인 정의, 콘텐츠 생성, 기술 수정, 레이아웃 및 최종 검토, 투표 과정을 거쳐 출판되었다. GMG에

서 출판한 가이드라인은 국내 스마트 마이닝 기술 표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핵심어: 스마트 마이닝, 표준화, 동향, 가이드라인, 광업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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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무재해 광산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Choi, 2018, Choi and Yi, 2020). 광업 분야에서는 광산 개발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

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개발은 탐사에서 채광 및 선광에 

이르기까지 광산 개발 전 공정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3, Lim et al., 2014, Kim, 2017, Yoon et al., 2018).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광산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통한 광업 개선으로 약 3,21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생

산되고, 약 6억 톤의 CO2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7). 또한, Zion Market Research(2019)는 스

마트 마이닝 시장규모가 2018년 86억 달러에서 2025년 222억 달러로 확장될 것이며,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광물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Bewley and Upcroft, 2017, Marshall et al., 2008, Grehl et al., 2015, Nguyen et al., 2020, Bellanca et al., 

2019).

국제 자원 시장의 불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 수요국들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자원 국

유화를 통한 자원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Eom et al., 2019, Park and Jung, 2020). 광업의 디지털 전환,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

보와 같은 글로벌 광업 트렌드에 따라 국내 광업의 경우에도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자원 개발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광업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과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ICT 장비의 보급, 스마트 마이닝 시범 도입, 기술 개발 투자기반 마련 등 국내 광

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MOTIE, 2020). 실제로 국내 광산 개발 현장에서는 ICT를 적용하여 데이터 수집, 장비 추적 

및 모니터링, 생산공정의 최적화, 생산관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 수행된 바 있다(Jung et al., 

2016, Jung and Choi, 2017, Baek et al., 2017, Baek et al., 2018, Kim et al., 2021, Park and Choi, 2021a, 2021b, 2022a, 2022b). 

국내 자원 개발 현장에 스마트 마이닝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산의 영세성, 기능인력의 고

령화, 스마트 마이닝 기술 도입에 대한 표준 부재와 같은 문제는 광업의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마트 마이닝 표준에 대

한 국내 연구 사례는 Park and Choi(2022c)가 제안한 스마트 마이닝 기술 수준 진단평가 모델이 유일한 실정이다.

표준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 있으나 광업과 관련한 표준은 주로 ISO의 광업기술위원회(ISO/TC82, Mining)에서 개발되고 있다(Seo et al., 2020). ISO에서 

개발하였거나 현재 개발 중인 표준들은 노천광산 및 갱내 채굴과 관련한 기계 장비, 광물 매장량 계산법, 광해관리에 관한 것이 대부

분이며,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표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광업 선진국인 미국, 호주에서는 자국 광산의 개발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광업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으로 공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광업 관련 기업체, 컨설턴트, 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 하나인 GMG (Global Mining Guideline Group)에

서는 광업 공동체의 안전과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운영자 중심의 지침(표준, 가이드라인)과 일반적 관행을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 자율 채광, 전기화, 지속가능성 등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가이

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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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광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스마트 마이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국내의 광산 현장에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기

술을 개발하고, 현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고 제공하는 광업 관련 협의체인 GMG를 소개하고, GMG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특징과 목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GMG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 중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마이닝의 국제 표준화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글로벌 마이닝 가이드라인 그룹(Global Mining Guideline Group, GMG) 

2.1 GMG 설립 목적

GMG는 광산 업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와 관계 구축을 위한 공간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

벌 광업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비영리 회원 단체로 2012년 5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GMG의 설립 목적은 광업 분야의 이해관

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 광업 공동체의 안전과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GMG는 광업과 관련한 지식, 

전문성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광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자 중심의 지침, 자료 및 일반 관행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GMG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광산회사,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TM (Original Technology Manufacturer), 제3자 공급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기준, 16개의 대표 회원사, 19개의 협력 회원사, 86개의 일반 회원사로 구성).

2.2 GMG 운영 및 조직구성

GMG는 투명성, 신뢰, 포용성 및 무결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회원 주도의 글로벌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GMG를 

관리하는 조직과 구조는 의사소통과 협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이 GMG의 업무와 의사결정의 

모든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Fig. 1은 GMG의 의사결정과 보고 및 자문 프로세스의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

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는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실무그룹 운영위원회(working group steering committee), 프로젝트 

위원회(project committee)가 포함되며, 서로 상호 보고하는 형태를 가진다. 보고 및 자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실무그룹 운영위원

회는 GMG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비롯해 프로젝트 및 실무그룹 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작업 사항들을 집행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다. 집행이사회 산하의 리더십 자문위원회(leadership advisory board), 거버넌스 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지역대

표(regional representatives)는 GMG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을 집행이사회에 제공한다. 집행이사회는 

GMG 운영에 있어 GMG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GMG는 프로젝트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이사

회, 리더십 자문위원회, 거버넌스 위원회, 실무그룹 조정 위원회와 같은 협력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집행이사회의 경우 GMG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GMG 회원을 대표한다. 리더십 자문위원회는 집행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거

버넌스 위원회는 거버넌스 정책 측면에서 GMG에 높은 수준의 관행을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실무그룹 조정위원

회는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관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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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mmary of decision-making, reporting, and advising process in GMG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1)

3. GMG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 

3.1 GMG 프로젝트 운영 및 절차

GMG는 세계 광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 백서(white paper), 보고서, 산업 요구사항과 같은 참고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GMG의 모든 구성원은 프로

젝트를 시작하거나 이끌거나 혹은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젝트의 계획을 감독하는 임무

를 수행하고, 결과물이 높은 품질과 관련성을 유지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행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거버넌스를 주도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회의 혹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로서 전문지

식과 고견을 제공하기도 하며 사례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동료 검토에 참여한다. 또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관련 자료 개

발에 기여한다. GMG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는 자료들은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품질과 관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다른 GMG 프로젝트 간에 또는 광업계 내부 혹은 외부에서 중복되는 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주기 전반에 

걸친 확인과 검증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GMG 프로젝트는 사전 착수(pre-launch), 착수(launch), 가이드라인 정의(guideline definition), 콘텐츠 생성(contents generation), 

기술 수정, 레이아웃 및 최종 검토(technical editing, layout & final review), 투표 및 공표(vote & publication), 산업교육 및 피드백

(industry education & feedback)의 총 7단계로 진행된다(Fig. 2). 사전 착수 단계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업 수

요, 제안된 프로젝트의 가치, 시기성 및 수명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실무그

룹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의 착수를 승인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및 의사소통, 참여 계획과 같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

정하게 되고, 프로젝트 위원회가 설립된다. 가이드라인 정의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위원회 

개정과 개발된 프레임워크의 승인이 이루어진다. 콘텐츠 생성 단계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초안을 승인하는 단계이며, 프로젝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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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참여자들의 구성 조직을 지도한다. 기술 수정, 레이아웃 및 최종 검토 단계에서는 편집된 문서를 최종 검

토를 위해 실무그룹에 제출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GMG 프로젝트 위원회에 의견이 제출된다. 투표 및 공표 단계에서는 실무그

룹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공표 여부를 전문가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GMG 집행 위원회는 공표에 대한 책임과 가이드라인이 

GMG의 핵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교육 및 피드백 단계에서 프로젝트 위원회는 가이드

라인 공표 후 GMG의 계획을 수립하고, 광산 업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의 전파를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

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영향을 추적하게 된다.

Fig. 2. Summary of GMG project lifecycle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1)

3.2 GMG 실무그룹

GMG 실무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업을 비롯한 주요 분야를 대표하여 가이드라인, 백서, 

모범 사례 등의 참고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한다. 현재 GMG의 실무그룹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자율 채광(autonomous mining),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 운용성(data access and 

usage/Interoperability), 전기화(The electric mine), 광물 처리(mineral processing), 지하 채광(underground mining),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총 9개 실무그룹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실무그룹은 채광 작업을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채광 작

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식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업계를 교육하고, 해

당 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협업 솔루션을 정의하고 있다. 자산관리 실무그룹은 광산의 장비 및 설비의 관리, 안정성 

유지와 관련한 모범 사례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광업의 이익을 위한 안전 개선,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및 운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 채광 실무그룹에서는 자율 채광 시스템과 관

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관련 사례를 수집 및 공유하고, 자율 채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광업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실무그룹은 광업 기술 발전과 원격 작업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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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함양과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 운용성 실무그룹의 경우 광

산 개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접근 및 교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업계 내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공통 비전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화 실무그룹의 경우 광업에서 전기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광산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생

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광물 처리 실무그룹에서는 파분쇄의 효율성, 공장 개선 및 설계, 신기술, 야금 및 

시험 절차와 같은 광물 처리와 관련한 광업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지하 광산 실무그룹은 

지하에서의 통신, 지하 채광의 안전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실무그룹에서는 자원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GMG 이니셔티브와 광업 전반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MG의 각 실무그룹의 주요 목적과 프로젝트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프로젝트는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7개의 실무그룹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광산의 

심부화에 따른 채광 방식 및 기술의 변화, 4차산업혁명 이후 나타나고 있는 광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Table 1. The main objectives and projects of the GMG working group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2a)

Working group Objectives Main projects

Artificial 

intelligence

· Develop material about AI and related emerging technologies

· Define AI in a clear and accessible way and support its implementation 

and long-term sustainability

· Educate the industry on concepts related to AI

· Open Data Sets for AI in Mining

· Implementation of AI in Mining

Asset management

· Identify and share leading asset management practices and knowledge

· Identify relevant asset management metrics and KPIs and develop 

common definitions and a taxonomy

· Develop asset management guidelines that result in improved safety and 

operational performance for mining

-

Autonomous 

mining

· Identify and offer guidance on key challenges and documenting good 

practices for autonomous mining

· Enable a global network to share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s and 

drive valuable conversations

· Set a common vision for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v2

Cybersecurity

· Develop security guidelines, a governance framework, dealing with 

legacy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security standards

· Develop industry guidance on topics such as IT/OT management, data 

discovery and protection, vendor security management, asset identifi-

cation/inventory, incident response plan

· Vendor Security Management

· Cybersecurity White Paper Development Sub-Committee

Data access and 

usage/

Interoperability

· Develop guideline, common definitions and KPIs (Time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data access and usage

· Develop software to exchange data for mine (Open Mining Format, OMF)

· Data Exchange for Mine Software (OMF)

The electric mine

· Accelerate the advancement and adoption of electric mining 

technologies in underground and surface contexts

· Oversee projects that deliver high-quality information and guidance on 

electric mining technologies and designing electric mines

· Battery Electric Vehicles in Underground Mining v3

· Electric Mine Operational Knowledge Sharing Platform

· Electric Mobile Equipment KPIs and Definitions

Mineral processing

· Develop guidelines and tools to meet common industry needs in mineral 

processing

· Enable a global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on mineral processing

· Industrial Comminution Efficiency Sub-Committee

· Geometallurgy

Underground 

mining

· Develop guidance on key topics and challenges related to underground 

mining
· Location tracking

Sustainability
· Gather existing sustainability frameworks related to resource develop-

ment and identify common challenges in mining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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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MG 가이드라인

자원 개발 현장에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표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SO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의 경우에도 노천광산 및 갱내 채굴과 관련한 기계 장

비, 광물 매장량 계산법, 광해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의 경우에도 대분류

에 광산부문(E)으로 등록된 표준은 344종이 있으나 광산물에 대한 정량 및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이 대부분이며, 스마트 마이닝에 

대한 표준은 전무하다. 글로벌 광업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비영리 단체인 GMG는 인공지능, 자율 채광, 전기화 등 다양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전 및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G에서 출판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특징과 목표를 

소개하였다.

4.1 실무그룹별 가이드라인 분석

GMG에서 개발되는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는 광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산물이며, 광업과 관련한 지식과 모범 사

례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의 구현과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GMG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총 

12종이며, 실무그룹별로 구분해 보면 Table 2와 같다. 자율 채광 실무그룹에서는 광산의 자율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지침과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의 안전 기준에 대한 2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접근 및 사용 실무그룹에서는 이

동식 장비의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채광 관련 작업의 시간 범주, 시간 사용 모델 및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정의와 관련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광물 처리 실무그룹에서는 표준화된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분쇄 공정

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3종을 개발하였다. 지하 채광 실무그룹에서는 SIC (Short 

Interval Control)를 이용한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지하 광산의 통신 시설 계획 및 설계와 관련한 4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화 및 지하 채광 실무그룹에서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지하 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Table 2. Title and purpose of guidelines for each GMG working group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2b)

Working group Guideline title Objectives and main contents

Autonomous mining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 Provide tools needed to implement autonomous systems in the mining

· Main contents: Change management plan, Business cas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Community and social impact, Operational readiness 

and deployment

Guideline for applying functional safety to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 Provide an approach to the functional safety for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ystems

· Main contents: Software developm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Cyber-

security and Assurance documentation

Data access and usage/

Interoperability

Mobile equipment open data consensus 

guideline

· Provide guidance on accessing and using data of mobile equipment used in 

mines

· Main contents: Description of equipment and data groups

A standardized time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mobile equipment in surface mining: 

Operational definitions, time usage model,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rovide guidelines for consistently classifying mining operations, condi-

tions, and events into standard time categories

· Main contents: Time classification, Time usage model and K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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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tle and purpose of guidelines for each GMG working group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2b) (continued)

Working group Guideline title Objectives and main contents

 Mineral processing

Methods to survey and sample grinding 

circuits for determining energy efficiency

· Provide tools for measuring the energy efficiency of grinding circuits using 

standardized metrics

· Main contents: Investigation and sampling of AG (Autogenous Grinding), 

SAG (Semi-Autogenous Griding), rod and ball mill circuits

Determining the bond efficiency of industrial 

grinding circuits

· Provides criteria for the energy requirements of industrial grinding circuits

· Main contents: Bond efficiency of a grinding circuit, Wi (Work Index) test 

equipment and procedures

The morrell method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grinding circuits

· Provide Morrell methods and equations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grinding circuits

· Main contents: Morell's equation and application method

Underground mining

Guideline for implementing short interval 

control in underground mining operations

· Provide guidance on using Short Interval Control (SIC), a form of control 

and response

· Main contents: SIC operating model and application method

Undergrou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guidelines Part I: Positioning and needs 

analysis

· Provide guidance on the process to meet the design requirements for 

underground min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Main contents: Overview of service and support technologies at each stage 

of mine communications maturity

Underground min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guidelines Part II: Scenarios 

and applications

· Provide guidance on designing, using, and combining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Main contents: Application scenarios and service requirements

Underground min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guidelines Part III: General 

guidelines

· Provide guidance on building and maintaining communications infra-

structure

· Main contents: Build method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main-

tenance method

The electric mine, 

Underground mining

Recommended best practices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in underground mining – 

2nd edition

· Provide a case for the use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BEVs) in under-

ground mines

· Main contents: · BEV design, ESS (Energy Storage System), charging system, 

operations, and performance criteria

4.2 스마트 마이닝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GMG에서 운영하는 실무그룹 중 인공지능, 자율 채광,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 운용성, 지하 채광 실무그룹에서

는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완료된 가이드라인은 총 8종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4.2.1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채광 부문의 자율 시스템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광산기업, OEM, OTM, 시스템 통합업체,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게 자율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2019년 4월에 개발되었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a).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산 및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식별하였으며, 그 의미를 명확

하게 다시 정의하였다. 자율 채광의 성숙도 모델은 특정 부분이나 유형을 가지는 장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의 자율성 수준을 설명하는 것에도 사용될 수 있다(Fig. 3). 성숙도 수준은 SAE International(2018)의 운전 자동화 용어 분류와 

ISO 17757:2017(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7)의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성숙도 수준은 레

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 0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며, 장비를 완전히 수동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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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레벨 1은 일부 기능에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나 사람이 주로 작업을 제어해

야 하는 단계이다. 레벨 2는 반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람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제어 없이 사전에 정의된 일부 작업만 자율적으

로 수행되는 단계이다. 레벨 3의 경우 조건부 자율 시스템이며, 시스템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자

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정지 상태 혹은 수동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 레벨 4는 고도 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상황 인식 기능

이 있어서 위험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개입하고, 고위험 상황에서는 정지 상태로 전환된다. 시스템 운영자는 언제든지 

자율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벨 5는 완전 자율 시스템을 의미하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이다.

가이드라인은 자율 채광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Fig. 4). 변경 관리

에 대한 고려 사항은 프로젝트 준비, 구현 및 조기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인력 관리, 이해관계자

의 참여, 공정관리의 세 가지 측면은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도중 운영 준비 평가 및 계획, 위험 

관리, 프로젝트 제어 및 관리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ig. 3. Mining automation maturity model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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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management progression from preparation to mature/steady state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a)

4.2.2 Guideline for applying functional safety to autonomous systems in mining

전 세계적으로 광업의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율 시스템의 기능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국제 및 국가 기능 안전 표준이 일부 개발 중이지만 광업의 자율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가

이드라인은 자율 시스템의 기능 안전을 광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자율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 안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a). 채광 작업에 자율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능 안전의 수명 주기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문서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Fig 5는 광산 운영자와 자율 시스템 설계 및 공급업체가 계획(planning)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 문서 혹은 지원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예시이다. 이 외에도 기능 안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

며, 역량 관리, 사이버 보안 및 보증 문서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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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ibilities of mine operators and OPS (Original Product Supplier) in the planning phase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a)

4.2.3 Mobile equipment open data consensus guideline

광산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이동식 장비의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공통적인 산업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이 개발되었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6). 이동식 장비에 대한 데이터 접근 및 사용 외에도 장비의 상태 및 성능, 실

시간 및 과거 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산 및 장비 운영,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와 정보는 생산성, 가용성, 지속가능성 및 안전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광산 운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광산의 자동화 및 자

율주행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 당사자별(장비 소유자, 운영자 등), 데이터 클

래스별(공정 생산성, 장비 상태, 안전, 연료 관리 등)로 장비 데이터 세트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제공하고 있다. 장비 공급

업체 혹은 광산 현장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채광 장비의 이름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함께 제공한다. 

자율 장비, 추가 장비 유형 등에 대한 지침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버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4.2.4 A standardized time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mobile equipment in surface mining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산의 성과 분석과 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광산 운영 활동에 대한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노천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채광 활동, 상태 및 사건들을 표준 시간의 범주로 일관되게 분류하기 위한 권장 사항과 시간 사용 모

델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광산 자산의 가용성과 활용성을 보고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KPI)도 정의하고 있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b).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시간 범주, 시간 사용 모델 및 KPI 정의는 산업 표준을 위한 것이 아

니며, 광산의 운영 성과를 기록하고 이해하기 위한 권장 사항이다. 시간 사용 모델(time usage model)은 광산의 운영 및 관리 담당

자가 현장 운영에 있어 시간 사용을 이해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 및 사건을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채광 작업

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 상태 및 사건이 분류되는 방식과 각 시간 범주의 정의는 Table 3과 같다. 또한, 활동 유

형, 장비 상태, 지연 및 운영 활동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범주별 시간 요소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간 사

용 모델을 사용하여 자산의 가용성 및 활용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산 가용성 및 활용성, 효율성 측정의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하여 KPI를 정의하고 요약하였다. Table 5는 KPI를 정의하고 시간 사용 모델에 의해 정의된 시간 범주

를 이용하여 지표를 계산하는 공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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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ime category definition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b)

Term Definition

Calendar Time (CT) The total time available

Scheduled Time (ST)
The equipment is required to meet business plan objectives and is assigned to an operation, project, or job

Scheduled Time = Calendar Time － Unscheduled Time

Unscheduled Time (UT) The equipment is not scheduled or assigned in the system because it is not required due to external events.

Downtime (DT) The equipment is required but is not in a condi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vailable Time (AT)
The equipment is required and is in a condi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vailable Time = Scheduled Time － Downtime

Standby (SB)
The equipment is available but is not operating

Standby = Operating Standy + External Standby

Operating Standby (SBO)
The equipment is available but not operating, and there is no immediate intent to operate due to a management 

decision or reasons within management control

External Standby (SBE)
The equipment is available, required, and committed to a project or site, but it cannot be operated for reasons that 

are out of the immediate influence of operating management control

Operating Time (OT)
The equipment is available and under the control of a human or system

Operating Time = Available Time － (Operating Standby + External Standby)

Operating Delay (OD)
The equipment is operating but temporarily stopped or prevented from performing work due to delays that are 

inherent to the operation or the immediate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Working Time (WT)

The equipment is operating as assigned, performing its intended function, and carrying out activities that do and do 

not directly contribute to production

Working Time = Operating Time － Operating Delay

Non-Productive Time (NP)
The unavoidable activities that do not directly contribute to production but are required to enable continued safe 

and efficient operation

Productive Time (PT)

The equipment is performing its intended function and is carrying out activities that directly contribute to 

production

Productive Time = Working Time － Non-Productiv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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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ic time element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b)

Productive Time Non-Productive Time Operating Delay
Standby

Unscheduled Time
Operating Standby External Standby

Dragline 

· Fill 

· Swing 

· Dump 

· Return 

Shovel 

· Load 

· Swing 

· Dump 

· Return 

Trucks 

· Spot 

· Load 

· Haul loaded 

· Dump 

Loaders 

· Load 

· Position 

· Dump 

Dozers 

· Production Push 

Drills 

· Drilling

· Training 

· Commissioning 

Dragline 

· Rehandle 

· Pad construction 

· Reposition 

Shovel 

· Face prep and cleanup 

· Cable reposition (by sho-

vel) 

· Reposition 

· Rehandle 

· Wait for trucks 

Trucks 

· Training 

· Stop at intersection 

· Reposition 

· Travel empty 

· Wait at loading unit 

· Wait at ore dump / brea-

ker 

· Wait at waste dump 

Loaders 

· Cleanup 

· Tramming 

· Rehandle 

· Wait for trucks 

Dozers 

· Dump support 

· Road work 

· Cleanup 

· Ripping 

· Tow 

· Misc. assistance 

· Wait for trucks (dump) 

· Travel 

Graders 

· Road work 

· Pit floor cleanup 

· Spoil cleanup 

· Tow

Drills 

· Position 

· Move hole to hole 

· Redrill 

· Clean hole 

· Steel change 

· Bit change 

· Fuelling

· Lube

· Blasting

· Weather – if operator remains on unit 

· Incident – scene frozen (operator in 

unit) 

· Stuck

· Power loss – in pit (unspecified cause) 

· Power loss – due to blast

· Re-route cable in pit – operator stays 

in unit

· Change operator 

· Boarding machine / Receiving inst-

ruction

· Survey / ore control delay

· Clean cab / windows 

· Spill cleanup – operator on board 

· Wait for assignment / instruction 

· Wait for shovel bucket cleaning 

· Communications system delay 

· Loss of GPS 

· Loss of site wireless network connec-

tivity 

· Stop work – safety 

· Stop work – environmental 

Draglines 

· Cable changeover 

· Bucket cleaning 

· Wait for pad cleanup / prep 

· Move/walk 

Shovel 

· Cable changeover 

· Bucket cleaning 

· Waiting for face cleanup equipment 

· Shovel move 

Trucks 

· Shovel move 

· Cable move on loading unit 

· Shovel down 

· Box cleaning 

· Stopped for pit cleanup 

· Stopped for road cleanup 

· Tire overheat 

· Studies / tests 

· Wait for ground engaging tools (GET) 

change on shovel 

· Stop for object detected 

· Ore dump / breaker down 

· No operator 

· Shift change 

· Lunch / coffee bre-

aks 

· Equipment checks 

· Safety meeting 

· Crew meeting 

· Training 

· Stop work – pub-

lic relations 

· Re-route cable in 

pit – operator re-

moved from unit 

· Investigation – op-

erators removed 

· Spill cleanup – 

operators removed 

· Personal break 

· Prayer 

· Safety stand down

· Not required 

· Work suspended due 

to workforce shor-

tage 

· Delayed crew arri-

val 

· Site-wide weather 

outage 

· Primary power loss 

to site (< 12 hours) 

· Site-wide loss of 

high voltage po-

wer 

· Loss of site access 

(< 12 hours) 

· Work suspension by 

owner 

· Loading unit out 

of digging 

· Waiting for drill 

pad (not available 

for cleanup) 

· Work area unavail-

able (geotechnical, 

water) 

· Loss of GPS 

· Loss of site wireless 

network connectivity

· Scheduled shutdown 

· Statutory holiday not 

worked 

· Inventory manage-

ment shutdown 

· Labour dispute 

· – No work 

· Mobilization / de-

mobilization 

· Acts of God 

· Force majeure 

· Major site power in-

terruption (> 12 hours) 

· Significant environ-

mental event (> shift) 

· Loss of sit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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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ic time element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b) (continued)

Productive Time Non-Productive Time Operating Delay
Standby

Unscheduled Time
Operating Standby External Standby

Other 

· Roads – sanding 

· Roads – dust suppre-

ssion 

· Dewatering 

· Pit cleanup 

· Clearing 

· Grubbing 

· Ditching 

· Excavation 

· Equipment move

Loaders 

· Move 

· Travel 

Dozers 

· Travel 

· Cleaning tracks 

· Cleaning blade 

· Wait at shovel (to do cleanup) 

· Manned – waiting for work 

· Move 

Graders 

· Travel 

· Wait for work area 

Drills 

· Water fill 

· Pattern cleanup 

· Wait for pad cleanup 

· Move for blast 

· Move between patterns 

Other 

· Manned – waiting for work

Table 5. Key performance indicator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20b)

Term Definition Formula

Availability KPIs

Uptime*
The total time the equipment is capable of operating, 

whether it is scheduled or not
Uptime
CalendarTime

AvailableTime

Physical Availability

The percentage of time the equipment is available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over a defined period when it 

is required by the operation

PhysicalAvailability
ScheduledTime

AvailableTime

Or

PhysicalAvailability
ScheduledTime

OperatingTimeStandby

Mechanical Availability
The time the equipment is available as a percentage of the 

time it is required by the operation
MechanicalAvailability
OperatingTimeDowntime

OperatingTime

Utilization KPIs

Use of Availability
The time the equipment is operated as a percentage of the 

available time
UseofAvailability
AvailableTime

OperatingTime

Asset Utilization
The time the equipment is being operat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time available
AssetUtilization
CalendarTime

OperatingTime

Operating Utilization
The percentage of time the asset is being operated when it is 

required to operate
OperatingUtilization
ScheduledTime

OperatingTime

Effective Utilization
The time the equipment is used to perform its intended func-

tion as a percentage of the time that it is scheduled to work
EffectiveUtilization
ScheduledTime

WorkingTime

Effectiveness KPIs

Operating Efficiency
The time the equipment is performing its intended function 

as a percentage of the time that it is operating
OperatingEfficiency
OperatingTime

WorkingTime

Production Effectiveness
The time the equipment is directly contributing to produc-

tion as a percentage of the time that it is operating
ProductionEffectiveness
OperatingTime

ProductiveTime

* Calendar Availability is a suggested alternative to Uptime that eliminates the impact of unscheduled time. It is measured with the following 

formula: (Calendar Time – Downtime) / Calenda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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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Guideline for implementing short interval control in underground mining operations

SIC (Short Interval Control)는 채광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

스이며, 제어 및 응답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SIC 구현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6월 

개발되었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b). SIC의 운영 모델에 대한 지침은 1) SIC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2) SIC 

프로세스, 3) 데이터 지원에 따른 SIC 성숙도 수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SIC를 정의하고 개발하기 위

한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SIC 운영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지하 채광 작업의 단기 계획, 주간 계

획 수준에서 SIC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

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SIC 시스템의 성숙도 수준을 디지털 지원 정도, 시스템 간 통합, 데이터 분석 기능, 자동화 수준에 따라 6단

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Fig. 6). 이 외에도 SIC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조직 문화, 시스템 변경 관리 및 계획, 시스템 운영, 지

속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Fig. 6. Short Interval Control (SIC) system maturity level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b)

4.2.6 Underground min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guidelines (Part 1~3) 

지하 광산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체할 때 광산 직원이 숙지해야 할 계획 및 설계 요구

사항,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세 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배포되고 있으며, Part 1은 지하 광산 통신 인

프라의 성숙도 단계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기술, Part 2는 적용 시나리오 및 통신 인프라 설계 및 사용, Part 3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7a, 2017b, 2019c). Part 1에서는 탐사, 탐광, 개갱, 

채광, 복원에 이르는 지하 광산 개발의 각 단계별로 통신 인프라의 성숙도를 정의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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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 및 통신 기술의 다양한 구현 단계와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인

력과 기술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Fig. 7은 지하 광산의 통신 및 서비스 구조 및 관리에 대한 광산의 성숙도 수명주기를 나타낸

다. Part 2는 가까운 미래의 지하 채광에 대한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기술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통신 인프라의 설계, 사용 및 결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시나리오에는 원격제어 및 

자율 장비, 모니터링 및 디스패칭 시스템, 자동 천공 지원 시스템, 자율 채광 시스템, 지하 광산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다. Fig. 8은 원격제어, 반자율 및 자율 장비를 이용하는 지하 광산의 통신 인프라 설계 예시를 보여준다. 또한, 각 시나리오

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Table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art 3는 가이드라인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지하광산의 통신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 권장 사항, 광산 현장에서 사용된 모범 사례, 디지털 통신,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Fig. 7. Mine maturity lifecycle example: communications and services structure and management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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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underground mine design Incorporating remote-controll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equipment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7b)

Table 6. Mine technology used in smart mining related scenarios (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2019c)

Scenarios Mine technology used

Monitoring and dispatching system

· Human tracking (for safety)

· Collision avoidance and proximity warning

· Vehicle tracking and telemetry (for production and maintenance)

· Activity tracking

· Drill plan dispatching

· Cameras/closed-circuit television

· Extensometer for rock mechanics control

· Seismic three-dimensional accelerometer sensor

· E-bolts to measure rock displacement

· Wired mine communications network

· Battery-powered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Auto drilling support

· USB memory stick

· Mine-wide communications system

· Low-data–rate connection

· High-data–rate connection

· IP-based communication

Autonomous mining activities

· Semi- or fully autonomous mine trucks

· Semi- or fully autonomous underground loaders

· Wired mine communications network

· Battery-powered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 Safety system area isolation

Underground environment monitoring and analysis

· Sensor network technology and analytics

· Battery-powered, underground,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 Underground wired and wireless networks connected to an above ground network

· Server/computer

· Interne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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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된 광업 관련 표준의 경우 노천 및 지하 광산의 기계장비, 광물 매장량 계산법, 광업활동에 의한 광해 관

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표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표준에도 광산부문으로 분류되는 

표준이 344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산물에 대한 정량 및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이 대부분이며,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

한 표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광업 커뮤니티 중 하나인 GMG에 대해 살펴보고,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

하여 현재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GMG는 자율 채광, 데이터 접근 및 사용/상호운용성, 광물 처리, 지하 채광 등 9개의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들 중 스마트 마이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8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 부문의 자율 

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 채광의 성숙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율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안전, 인력, 프로세스, 기술 등의 변경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율 시스템의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광산 개발 과정

에서 장비와 관련한 데이터의 원활한 접근과 사용을 위해 장비 관련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였으며 광산의 성과 분석을 위한 핵심 성

과지표도 함께 제안하였다. 채광 프로세스에서 제어 및 응답의 한 형태인 SIC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와 도구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

하 광산의 통신 인프라 구축 시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의하였다. 이들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적은 4차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광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 마이닝의 기반 기술에 대한 세부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마이닝 구축을 위한 계획의 기본 사항과 세부정보,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획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국내 광업계는 광산의 심부화와 기능인력의 고령화, 인력 부족 현상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광산에서는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광업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광산의 생산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광업계에서도 스마트 마이닝 기술에 관한 관심과 수요, 적용 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술

의 개발과 적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낮은 매출 비용으로 인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국내 광산의 실정

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 마이닝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저렴하고 간단한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광산의 스

마트 마이닝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여 기술 도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중복된 기술 도입과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광업 트렌

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광업계에서도 국내 광산의 개발 환경 및 조건, 광업 실정에 맞는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GMG 가이드라인이 국내 스마트 마이닝 기술 표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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