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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MPMS Lite app is developed to reduce the digital information gap caused by the aging
of field worker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mining industry related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mines. Accordingly, daily work reports used in mine sites were secured and
analyzed. Subsequently, the interface of MPMS Lite was design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daily
work report analysis. The interface was designed in four modes by equipment and difficulty of use,
allowing even elderly users have the chance to use the interface. As a result of selecting one domestic
mine as a research area and conducting the operation test and satisfaction survey of the developed
MPMS Lite, prospective users exhibite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design, convenience, and
usability of the application. The MPMS Lite app is expected to enhance work efficiency related to
production at the mining site and shall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in the
mining industry.
Key words :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gap, Daily work report, App, Mining industr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산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국내 광업계의 현실과 현장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광산 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 일지 작성 앱(MPMS Lite)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광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 일지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MPMS Lite의 인터페이스는 작업 일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
계하였다. 장비별, 사용 난이도별로 4가지 모드로 설계하여 고령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내 광산 한 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MPMS Lite의 작동 테스트와 만족
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예비 사용자들은 앱의 디자인, 편의성, 사용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MPMS Lite 앱이 광산 현장의 생산 작업과 관련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광업계의 디
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정보격차, 작업 일지, 앱,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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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물리 세계의 한계성을
디지털 전환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것
을 의미한다(Kim, 2017; Yoon et al., 2018). 4차 산업혁명
과 관련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
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혁명의 등장은 기존
에 형성된 모든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급변
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산
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2019). 지난 수십 년간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혁명의 기
초가 되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었고, 현재에
는 4차 산업혁명 직면과 함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
터,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이 사회 전반에서 범용기술
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의 보편화와 새롭게 적용되는 첨
단 기술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면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
회적으로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때 더욱 심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한 4대 정보취약계층(저
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의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 72.8%
로 나타나고 있다(MSIT and NIA, 2020). 특히, 계층별 디
지털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농어민(77.3%), 장애인(81.3%), 저소득층(95.1%) 순으
로 높게 나타난다(Fig. 1).
광업 분야에서도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시
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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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례로 Bellanca et al.(2019)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채광공정을 사
전에 가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광산용 VR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Kim et al.(2021)은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비콘을 활
용하여 광산 현장의 중장비와 작업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
고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헬멧을 개발
하였다. 이 외에도 광산 개발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활용하
여 데이터 수집, 장비 추적 및 모니터링, 생산공정 최적화,
생산관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Jung et al., 2016; Jung and Choi, 2017; Baek et al.,
2017; Baek et al., 2018).
국내 광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ICT 무인·자동화
기술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된
다는 이유로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
다. 또한,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기술 개발,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 관리와 같은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하고, 현장 기능
인력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광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트럭과 로더 운전기사가 생산 작
업 시 수기로 작성하는 작업 일지가 있다. Park and Choi
(2021)는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하여 광산 현
장의 원석 생산 데이터를 기록하고 작업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 맞춤
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 다시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업계의 현실과 현장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광산 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작업 일
지 작성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광업계의 실

Fig. 1. Statu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y vulnerable clas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100%) (modified from MSIT and N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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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디지털 정보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광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 일지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작업 일
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에서 기록될 항목들을 도출하
였으며, 개발 및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성이 쉽고 재미
있는 작업 일지 앱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가행 중인
광산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앱의 테스트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광업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와 완화 전략
광업계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국내 광산의 경우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광산이 전체
광산의 47%를 차지하고, 10억 원 미만의 광산이 73%를 차
지할 만큼 매우 영세한 특징을 보인다(Fig. 2). 낮은 수익구
조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열악
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
악한 작업환경, 갱내 광산 심부화로 인한 재해위험 증가, 장
비 현대화 미흡과 같은 문제는 광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
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광산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만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단순 기능
인력 확보도 어렵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광산업계의 인력
수요는 약 400명이었으나 취업자는 약 350명으로 50여 명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MOTIE, 2020). 광업 종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 기
능인력의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Fig. 3은 전 산업
대비 광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나타낸 것으로 지난 10년
간 광업 조사자의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광산의 영세성과 근로자 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내 광업
계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광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
례로 생산 작업 도중 작성하는 작업 일지가 있다. 광산 현장
에서 원석을 적재, 운반 혹은 하역할 때 로더와 트럭 운전기
사는 작업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Fig. 4는 트럭 운
전기사가 생산 작업 도중 작업 일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대부분의 광산 현장에서는 Fig. 5(a)와 같이 작업
일지 양식에 맞춰 생산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광산
에서는 Fig. 5(b)와 같이 특정 양식 없이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작성된 생산 일지는 하루 생산 작업이 종료된 이후 현
장 관리자에 의해 취합되고 관리된다. 장비 운전자에 의해
수기로 작성되는 작업 일지는 차량 운행 도중 작성되기 때
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어두운 갱내 환경
에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트럭 운전기사의 경우
원석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 차량이 잠시 정차하기 때문

c
Fig. 2. Number of mines by sales volume in Korea(modified from MOTIE, 2020).

Fig. 3. Average age of workers in the mining industry compared to all industries(KOS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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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로더 운전
기사의 경우 원석의 적재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장 정
리와 같은 다른 작업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지를 작성
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

(a)

(b)

Fig. 4. Examples of a machine operator handwriting a daily
work report. (a) At the loading point. (b) At the dumping point.

광업계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 전략
스마트 마이닝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변화체제에 대
비하여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무재해 광산 현장 구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광물자원 개발 현장에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Choi and Yi, 2020). 국내 광산에서
도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마
이닝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실제 기술을 활용하게 될 근로자
의 낮은 디지털 수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신기술에 대한 거부 및 불신과 같은 고정관념이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광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최종적으로 스마트 마이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광산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고려해 관련 요소기술을 단계적으
로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작업 일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작업 일지 앱을 개발한다면, 고
령의 기능인력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야 하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동기부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Fig. 6).

작업 일지 앱(MPMS Lite) 개발 사례
(a)

(b)

Fig. 5. Examples of daily work reports used in mining sites in
Korea. (a) Daily work report written in a specific format. (b)
Daily work report written without a specific form.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업계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
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
는 작업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인

Fig. 6. Schematic of strategies for developing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for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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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S Lite(Min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Lite)
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가행 중인 광산 현장을 연구지역
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MPMS Lite 앱을 테스트하였으
며, 예비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광산 현장에서는 원석 생산에 대한 정보
를 작업 일지를 통해 기록하고 있으며, 일지는 생산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트럭 및 로더) 운전기사에 의해 수기로 작성
되고 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는 작업 일지는 광산의 작
업환경으로 인해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의 운
행 도중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항상 존재한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작업이 종료된 다음 수기로 작성된 일
지를 취합, 디지털화(스캔) 하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
편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Park
and Choi(2021)는 국내 광산 4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블루투스 비콘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작업 일지를 자
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앱
은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광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트럭 운전기사가 작성하는 작업 일지만 작
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모든 광산 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트럭과 로더의 작업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앱의 개발이 필요하다.
MPMS Lite 개발 방법
MPMS Lite는 앱을 실제로 사용할 근로자의 디지털 수
준, 광산의 재정 및 투자여력, 신기술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광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문제
를 사전에 파악한 다음 이를 완화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쉽다”, “저렴하다”, “재밌다”
의 3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앱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먼저, “쉽다”의 전략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
령층의 사용자도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쉬운 사용성을 갖추기 위해 국내 4곳의 광산에
서 활용 중인 트럭 및 로더의 작업 일지 샘플을 확보한 다음
일지에 기록되는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
탕으로 MPMS Lite 앱에서 기록할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앱을 사용할 작업환경, 실사용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접
근 수준을 고려하여 장비별, 사용 난이도 별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장비별로 트럭과 로더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사용자의 디지털 수준을 고려하여 조작이 쉬운
모드와 다소 어려운 모드로 구성하여 총 4개의 모드로 설계
하였다. MPMS Lite를 이용하여 작성한 작업 일지는 1차적
으로 스마트 기기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일
지는 인터넷이 가능한 구역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되
도록 설계하여 데이터의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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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앱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일지를 사용자가 직
접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작업 일지의 관리
및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저렴하다”의 전략은 낮은 매출 규모로 투자여력이 부족
한 국내 광산의 실정을 고려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PMS Lite를 무료
로 배포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시 3가지 도구를 활용하였다.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Android OS)와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도구인 앱
인벤터(App inventor)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였다. 앱에
서 작성되는 일지를 온라인상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인 파이어베이스
(Firebase)를 활용하여 서버를 구축하였다.
“재밌다”의 전략은 MPMS Lite의 사용자가 겪게 될 새로
운 방식 도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과 같은 게임 외의 환경
에서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기술인 게이미피케이션
을 앱 개발에 도입하여 사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켰다. 게
이미피케이션의 3대 요소는 경쟁, 목적, 보상으로 구성되
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생산 작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인 목적 요소와 레벨 상승
및 엠블럼을 지급하는 보상 요소를 결합하여 앱을 설계하
였다. 경쟁 요소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광산 현
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MPMS Lite 개발 결과
MPMS Lite의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수준이 다소 낮은 고
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광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럭과 로더의 작업 일지를 확보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광산 현장마다 서로 다른 양식의 작
업 일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지에 포함되는 항목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트럭 작업 일지의 경우 날
짜 정보, 차량 및 운전자 정보, 작업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록
하고 있으며, 시간, 작업장(적재 혹은 하역), 특이사항, 정비
사항에 대한 정보는 1개 광산을 제외하고 모든 광산에서 기
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더 작업 일지에는 트럭과 마찬
가지로 날짜 정보, 차량 및 운전자 정보, 작업 내용을 동일하
게 기록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한 시간
을 모든 광산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사
항, 정비사항, 유류 사용량에 대한 정보는 3개 광산에서 기
록하고 있었으며, 적재작업을 수행한 작업장 정보와 주행거
리 정보는 2개 광산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날
씨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앱 상에서 기록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다만, 장비별, 사용 난이도별 모드에 따라 기
록하는 항목은 서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제5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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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S Lite 앱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환경설정 화면, 생
산정보 입력 화면, 작업 일지 기록 화면의 3가지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설정과 작업 일지 기록 화면의 경우 장비
별, 사용 난이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항목을 입력하
고 출력한다(Fig. 7). 환경설정 화면에서는 차량 및 사용자
정보와 앱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앱을 처음
사용할 때 한 번만 입력하면 시스템에 정보가 저장된다(Fig.
7(a)). 따라서 앱을 실행할 때마다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서 사용자가 생산작업을 수행
하고 생산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한 마일리지와 획득한 엠
블럼(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일지 기록화면에서는

(a)

사용자가 입력한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화면에서 장비의 정비내역, 주행거리, 주유량, 가동시
간을 입력할 수 있다(Fig. 7(b)). 작성된 작업 일지는 스마트
기기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고 저장된 작업 일지는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다.
생산정보 입력 화면은 장비별(트럭/로더), 사용 난이도별
(A, B)로 4가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Fig. 8은 트럭의 생산
정보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생산정보 입력 화
면에는 생산 작업이 수행된 날짜 및 시간, 차량 및 운전자 정
보, 획득한 엠블럼(레벨)이 4가지 모드에서 공통적으로 출
력된다. 환경설정 화면에서 트럭 A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생산정보 입력 화면은 Fig. 8(a)와 같이 출력된다. 사용자는
광석 생산, 폐석 운반과 같은 생산 작업 정보(작업 내용)를
선택한 다음 작업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입력 버튼을 클릭
하여 작업을 기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조작을 최소화하여
쉬운 사용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트럭 B 모드(Fig.
8(b))에서는 사용자가 적재 혹은 하역작업을 수행할 때마
다 적재 장소, 제품, 하역 장소, 하역 방식을 선택하여 입력
해야 한다. 트럭 A 모드에 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사용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사용자는 앱을 처음 사용할 때
광산 현장의 적재 및 하역 장소의 명칭, 제품명, 하역 방식
을 입력해야 하며, 한번 입력된 항목은 생산정보 입력 화면
의 리스트에 저장된다.
Fig. 9는 환경설정 화면에서 로더를 선택하였을 때 출력
되는 화면이다. 로더의 경우에도 사용 난이도에 따라 로더
A와 로더 B 모드로 구분된다. 로더 A 모드(Fig. 9(a))에서
는 사용자가 적재작업을 수행한 장소를 선택한 다음 적재
작업을 1회 완료할 때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로더 B 모드(Fig. 9(b))에서

(b)

Fig. 7. MPMS Lite application user interface. (a) Settings (b)
Work report record.

Table 1. Result of analysis of daily work report used in 4 mine sites
Daily work report
Mines

Items

Truck

Loader

A

B

C

D

A

B

C

D

Date

○

○

○

○

○

○

○

○

Time

×

○

○

○

○

○

○

○

Weather

×

×

○

×

×

×

×

×

Driver information

○

○

○

○

○

○

○

○

Vehicle information

○

○

○

○

○

○

○

○

Work detail

○

○

○

○

○

○

○

○

Loading place

×

○

○

○

×

○

○

×

Load weight

×

×

×

○

×

×

×

×

Distance driven

×

×

×

○

×

×

○

○

Oil consumption

×

×

○

○

×

○

○

○

Maintenance details

×

○

○

○

×

○

○

○

Significant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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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MPMS Lite field experiment. (a) User test. (b)
Satisfaction survey.

(a)

(b)

Fig. 8. User interface of the screen for inputting production
information into the MPMS Lite application. (a) Truck A
mode. (b) Truck B mode.

(a)

(b)

Fig. 9. User interface of the screen for inputting production
information into the MPMS Lite application. (a) Loader A
mode. (b) Loader B mode.

는 사용자가 적재 장소를 비롯해 적재한 제품, 적재작업을
수행한 트럭까지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MPMS Lite 현장실험 설계 및 결과
MPMS Lite 앱의 작동을 테스트하고 예비 실사용자의 만
족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삼양리소
스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광산은 철광석과 티탄
철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트럭과 로더를 이용해 생산된
원석을 파쇄장으로 운반하고 있다. 개발된 앱의 작동 테스

트는 조사자가 생산 작업에 투입된 트럭에 직접 탑승하여 수
행하였고, 만족도 조사는 생산 작업이 종료된 다음 예비 실
사용자를 집합시켜 조사를 수행하였다. 작동 테스트는 조사
자가 트럭에 탑승한 다음 운전자에게 앱의 사용법을 설명한
다음 운전자가 앱을 이용하여 작업 일지를 작성해보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응답자의 일반현황, 스마
트 기기 사용 역량, 기존 작업 일지 작성 방식의 만족도,
MPMS Lite 앱의 편의성, 기존 작업 일지 구현 정도, 유저 인
터페이스 디자인,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은 만족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10은 조사자가 직접 장비에
탑승하여 수행한 MPMS Lite 작동 테스트와 생산작업이 종
료된 다음 수행한 만족도 조사를 보여준다.
조사에 참여한 트럭 및 로더 운전자들의 연령은 만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
으나 이 외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
을 느끼고 있으며 사용 빈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존에 수기로 작성하였던 작업 일지의 경우 어두운 갱내 환
경에서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 일지를 작
성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낮
게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몇 번의 화
면 터치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감을 나
타내었으며, 기존 작업 일지의 구현에 있어서도 매우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앱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디자
인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일지
를 작성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로더 운전자보다 트럭 운
전자에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
용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으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앱이 업데이트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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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기
능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
하기 위해 광산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작업 일지를 자동
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PMS Lite 앱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가행 중인 4곳의 광산에서 실제
로 사용하고 있는 트럭과 로더의 작업 일지를 확보하여 분
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들을 도출하였다. 앱의 인터페이스는 장비별, 사용 난이도
별로 4가지 모드로 설계되었으며 고령의 사용자도 쉽게 사
용할 수 있고 모든 광산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무료 개발도구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앱
인벤터,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부담이 있는 광산들도 저렴하게 도
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방식에 대한 선호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예비 실
사용자들의 유인을 위해 앱에 게임 요소를 추가하여 개발
하였다. 국내 광산 1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MPMS Lite의 작동 테스트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예비 실사용자들은 앱의 편의성, 사용성에 대해 전반적으
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기존의 작업 일지도 제대로 구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광산 현장에서 개발된 MPMS Lite 앱을 도입하여 활용하
면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인력과 이를 관리하는 인력
의 업무 효율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국내
광업계의 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광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
했을 때 작업여건이 훨씬 열악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마이닝 구축을 위해 빠른 속
도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것보다 광산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요소 기술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 개발 및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
운 기술은 쉬운 사용성을 갖추고 초기 투자비용도 저렴해
야 한다. 국내 광업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디지털 전환에 필
요한 요소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식으
로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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