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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객체에 대한 디지털 재현(복제본)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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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인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의 국토와 디지털 국토의 동기화와
지능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개별 디지털 트윈들의 연결 및 연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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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산성 향상, 데이터 공유로 인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시민 참여와 소통 증대 등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디지털 트윈국토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실감의 지능정보사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
하는 대표적인 기술이자 체계이며 개발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된 데이터 생태계로 이를 위해
목적성, 연합성, 효율성을 추구해야 함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목적, 동기화, 연합, 상호운용, 데이터 품질, 데이터
통합, 개방, 보안, 기술/인력, 거버넌스 등 10대 원칙을 제안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초연결 융합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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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의체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
협의체를 통해 원칙의 합의, 디지털 트윈국토 발전단계와 원칙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디지털
트윈국토 정보공유플랫폼 구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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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이래 지속하여 지능화 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융합기술의 등장과 활용이 기대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래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에 대한 개발과 논의가 지속
∙ 기술혁신 외에도 인간의 욕구발전 측면에서 인간은 생존, 안전에의 욕구 외에
사회연결에 대한 욕구,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현재는 자기
표현, 개인 맞춤형을 추구하는 지능혁명의 시대라 할 수 있음<그림 1-1>(이민화,
2019)
∙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지능화’를 위해서는
‘예측’이 필수임. 만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기술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즉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발견이 가능해짐(이민화, 2019)
∙ 사공호상 외(2017)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특징을
가지는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하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공간정보 전략으로 디지털
트윈 공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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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화 욕구

자료: 이민화. 2019. KAIST 전문가 특강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tyx63T3lE86 최종접속일: 2021.7.15.)

□ 데이터 경제·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기술혁신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증가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하는 경제를 뜻하는 ‘데이터 경제’ 개념이 등장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
∙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대전환과 한국판 뉴딜 등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부흥 정책이 증가함
∙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확산을 이끌 디지털 뉴
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로 구분하여 계획되었으며
디지털과 그린의 융복합 과제로 ‘디지털 트윈’과제를 선정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0)
-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확보라는 목적으로 신산업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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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제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 측면에서 ‘초연결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신설하여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산업
및 융합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b)
□ 디지털 트윈의 등장과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사업의 추진 활성화
∙ 한편 ‘디지털 트윈’은 가트너에서 2018년 10대 핵심 미래기술로 선정(Gartner,
2017a)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실의 물리적 객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이라는 가트너의 설명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가 제품의 생애주기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하였고(Michael Grieves, 2016) GE에서 실제 항공 부품의
제조 과정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견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함
∙ 디지털 트윈은 현재 제조분야, 의료분야, 도시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림 2-3> 국토·도시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주로 도시 수준에서 진행되
고 있음
- 서울시 버츄얼 서울(Virtual Seoul), 전주시 LX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사업, LH
3기 신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마스터 플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
(세종, 부산)등 국내 각 지자체에서 디지털 트윈사업을 추진 중
- 캠브리지(영국),헬싱키(핀란드),렌(프랑스), 로테르담(네덜란드), 뉴캐슬(호주),
노팅엄(영국), 보스톤(미국), 페사드나(미국), 포틀랜드(미국), 두바이(아랍
에미리트), 자이푸르(인도), 싱가포르, 잉탄(중국), 아마라바티(인도), 토론토(캐나다)
등 많은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사업 및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IDATE DigiWorld,
20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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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해외 각 도시들의 디지털 트윈 활용

자료: IDATE DigiWorld.2020.48.

□ 국가(국토) 차원에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논의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강구 중
∙ 싱가포르는 Smart Nation을 비전으로 Virtual Singapore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NRF, 2021)
∙ 영국은 ‘디지털 영국(Digital Built Britain)’ 비전 아래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국가 디지털 트윈을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명명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CDBB et al,
2019; ANZLIC, 2019)
∙ 국토교통부는 ‘지상·지하 통합관리 디지털 트윈 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디지털 트윈 전략을
구상 중임(국토교통부, 2021a; 관계부처 합동, 2021a)
□ 영국과 호주는 국가 디지털 트윈 사업추진에 앞서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비전, 명확한 목표, 안내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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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국가디지털트윈(National Digital Twin)을 가이드할 원칙으로 쌍둥이
원칙(The Gemini Principles)을 제정하고 이 원칙에 국가 디지털 트윈의 개발
및 지속적인 진화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음<표 1-1>
표 1-1 | 국가디지털트윈을 위한 쌍둥이 원칙(The Gemini Principles)
공익추구
- 영구적으로 진정한
공익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가치 창출
- 가치 창출 및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해야 함

통찰력(Insight) 제공
- 건설환경에 대해
결정가능한
통찰력(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신뢰(Trust)
신뢰성을
갖추어야 함

보안
- 보안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개방
- 가능한 한 개방적이어야 함

품질확보
- 적절한 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함

기능(Function)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함

연합
- 표준 연결 환경을
기반으로 해야 함

큐레이션
- 명확한 소유권, 거버넌스,
규제를 가져야 함

진화
- 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적응해야 함

목적(Purpose)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함

자료: Bolton et al. 2018.16

∙ 이를 시작으로 하여 국가디지털트윈 추진의 로드맵을 설정한 후 핵심 요소인
정보관리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1-3 | 영국 국가디지털 트윈 추진방향

쌍둥이 원칙과 로드맵을 먼저 설정하고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Bolton et al. 2018.15.

∙ 호주 역시 국가디지털 트윈을 위해‘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적절한 표준,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함(ANZLI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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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호주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원칙

자료: ANZLIC. 2019.14.

□ 국가(국토) 차원에서의 디지털 트윈 논의의 선행 요소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기반이 될 원칙이 필요한 시점
∙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기관들이 사업 시작 전 디지털 트윈의 개념,
구성요소 등에 대해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1)
∙ 서울시, 전주시 등의 지자체,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목적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을 위한
활용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연계 활용에 대한 고민 없이 개별적 디지털 트윈들이 제각각
구현된다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데이터 사일로(Silo) 문제로 향후 많은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1) 디지털 트윈 기업들의 컨소시엄인 디지털트윈컨소시엄에서도 정의가 디지털 트윈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정의와 개념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다수 제시
(Digital Twin Consortium; 부록 상세 인터뷰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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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토) 차원의 디지털 트윈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실현이 가능
∙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국토)차원의 디지털 트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공유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무엇이
장벽(barrier)인지에 대한 합의와 공통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으로써 ‘디지털 트윈국토’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나 적용과 연계를 위한 원칙 등 종합적 관점의
정책이 부재
∙ 서기환, 오창화(2020)는 국내 디지털트윈 추진의 한계로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기초연구부족,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부재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중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인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디지털 트윈국토의 생태계 및 발전단계, 장애요소들을 검토하여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고찰
함으로써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
∙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에 대해 고찰하고 장애요소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구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
∙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한 원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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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국적인 공간 범위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
∙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제시된 1960년대 이후부터 디지털 트윈시티, 디지털 트윈
국토, 국가디지털트윈 등의 개념이 제기된 현재 및 향후 5~10년 정도 전망
□ 내용적 범위
∙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설정과 가치 조사
∙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한 연계의 필요성과 생태계
∙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과 주요 장애요인
∙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 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원칙

2) 연구 방법
□ 문헌 및 사례조사
∙ 디지털 트윈국토의 정의, 가치(혜택) 및 원칙에 대한 문헌조사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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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스토밍
∙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미래상과 생태계 구상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미래상과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인터뷰 실시
∙ 원칙(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그림 1-5 | 연구의 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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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서기환, 오창화(2020)는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정부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디지털 트윈국토의 추진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거버넌스 구성과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영국의 디지털빌트브리튼 센터(Center for Digital Built Britain, CDBB)는 2018년
국가디지털트윈(National Digital Twin)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본정의와 가치에 대한
합의 원칙을 쌍둥이 원칙(The Gemini Principles)으로 제시하였음(Bolton et al,
2018)
□ 호주 정부(토지정보위원회) 역시 영국의 쌍둥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정보기반의
인공 및 자연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s of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in Austrailia)을 제시
(ANZLIC, 201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디지털트윈인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개념과 추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초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주요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반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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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 해외사례 조사
디지털트윈 정책방향(2020)
및 검토
∙ 연구자: 서기환, 오창화
∙ 법제도 현황
∙ 연구목적: 디지털 트윈의 완성을 위한
조사
정책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정책방안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국외의 디지털트윈 정책 및 구축
사례 조사
∙ 디지털트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 검토 및 현황 조사
∙ 우리나라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2

∙ 과제명: The Gemini Principles
∙ 연구자: Bolton, A.,et al.(2018)
∙ 연구목적: 국가디지털트윈과
정보관리프레임워크를 안내하는 원칙
제시

∙ 쌍둥이 원칙의 필요성
∙ 디지털 트윈, 국가디지털트윈,
정보관리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
∙ 쌍둥이 원칙의 내용
∙ 쌍둥이 원칙 이후 추진방향

3

∙ 과제명: Principles for Spatially
∙ 문헌 및
Enabled Digital Twins of the Built and
사례조사
Natural Environment in Austrailia
∙ 연구자: ANZLIC (2019)
∙ 연구목적: 호주의 디지털 트윈 생태계
정의와 원칙 제시

∙
∙
∙
∙

∙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
∙
∙
∙

∙ 국내외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정의 및
가치 조사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구상
∙ 발전단계 및 주요장애요소 도출
∙ 추진원칙 제시

본 연구

∙ 문헌 및
사례조사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트윈
트윈
트윈
트윈

개념 및 가치
성숙도 모델
생태계
원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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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디지털 트윈국토 및 그 생태계에 대한 개념 고찰과 정의 제시
□ 정책적 기대효과
∙ 디지털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 트윈” 추진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가치와 추진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국가 정책 추진 지원
∙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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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가치

1.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특징
1)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특징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 원형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
먼저 고찰하고자 함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2)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대해 가상의 세계(디지털)에
그와 같은 객체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개념적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음
∙ NASA는 1970년대 Apollo 13 프로그램 중에 우주인의 안전을 위해 가상의 공간
(컴퓨터)에서 우주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치함으로써 처음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적용(Jarrett H.2020; Stephen.2020)
∙ 이후 미국 Michael Grieves 교수는 제조업의 제품 생애주기 관점에서 ‘Digital
Twin’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Michael Grieves, 2016)하였으며, ‘물리적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디지털 복제본’이라는 가트너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3)

2)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은 영문명보다는 한글 디지털 트윈을 많이 활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글명 디지털
트윈으로 사용
3) Gartner. Digital Twin.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digital-twin#
(2021.4.1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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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인 디지털트윈 컨소시엄(2020년
12월 창립)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 ‘특정한 빈도와 충실도(fidelity)로 동기화된

실제 엔티티 및 프로세스의 가상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특징을 제시4)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전체적인 이해, 최적의 의사결정 및 효과적인 조치를 가속화
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고,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고 예측된 미래를 시뮬레이션함
- 디지털 트윈은 결과에 의해 다시 동기 부여되고, 사용 사례에 맞게 조정되며, 통합에
의해 구동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됨. 그리고 도메인 지식에 따라 안내되고,
IT(Information Technology)/OT(Operation Technology) 시스템에 구현됨

∙ 영국은 국가차원의 디지털트윈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림 2-1>과 같이 디지털
트윈을 현실 세계의 데이터(Data)를 활용하여 디지털 세계를 통해 통찰
(insight)을 얻고 의사결정(Decision)을 하며 이를 통해 다시 현실체계에 개입
(interventions)함으로써 성과(outcomes)를 얻는 과정으로 정의
그림 2-1 | 디지털 트윈의 개념도

자료: CDBB et al. 2019. 6

4) Ansys, Bentley, Autodesk, Dell, GE Digital, Lendlease, Microsoft, Northrop Grumman이 공동설립한
컨소시엄으로 회원사의 합의를 거쳐 디지털 트윈 정의를 제시하였음.(Digital Twin consortium. https://www.
digitaltwinconsortium.org/initiatives/the-definition-of-a-digital-twin.htm,2021.4.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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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표 2-1>과 같이
기관별, 주요 관심 대상별로 매우 다양함
표 2-1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기관 및 저자
Michael Grieves
가트너

GE

Forbes

Deloitte
(2018)
CDBB
(2018)
이광기, 유호동,
김탁곤
(201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2020)
관계부처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자료: 각주 참고

개념 및 정의

비고

미시적 원자 수준에서 거시적 기하학적 수준까지
잠재적이거나 실제의 물리 제조제품을 완전히
설명하는 가상정보구조의 집합체5)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 프로세스,
사람, 장소, 시스템 및 장치의 디지털 복제본6)
비즈니스 가치 제공을 위해 실시간 분석을 통해 감지,
예방, 예측 및 최적화를 하도록 설계된 물리적 자산,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적
재현(representation)7)
과정(process), 제품(product), 서비스(service)의
가상 모델. 이러한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운 타임을
방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미래를 계획8)

디지털 트윈 용어 사용, 제조업
제품생애주기관리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 제시

사업 실적의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물리적 물체나
프로세스의 과거와 현재 활동이 기록된 진화하는
디지털 프로필9)
인공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자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사실적인 디지털 재현(representation)10)
물리적 객체(자산,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들에 대한
디지털 복제(쌍둥이)로서,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대상
객체 요소들의 속성/상태를 유지하며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동적 성질을 묘사하는 가상의 모델11)

최적화를 위한 모델로
이력데이터를 중시

문제해결을 위한 가상모델

Digital Built Britain
맥락에서의 디지털 트윈 정의
모델에 중점. 목적은 제시하지
않음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사한 디지털 대상을
(준)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물리적 대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능형 기술 플랫폼12)

디지털 트윈을 플랫폼으로 정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 및 시뮬레이션 하고 가상공간에서 도출된 최적의
예측 결과를 다시 현실에 적용하여 동기화하는 기술13)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 공간 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것14)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15)

현실과의 동기화를 제시하며,
디지털 트윈을 기술의 하나로
정의
3차원 데이터를 강조.
모델이나 플랫폼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연결성에 대해 제시하지 않음

현실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정화를 구현하는 기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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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개념 정의에 반영된 주요 특성
∙ (목적)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최적화, 예측, 자동관제 등으로 제시됨
∙ (구현과 작동) 디지털 트윈의 구현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bridge the
physical and digital)’(Mariela, 2018)이 있어야 하며, 사실적인 실감형의 모습
으로 구현되고, 시뮬레이션과 모의실험 등이 가능해야 함
∙ (대상) 현실의 물리적 대상 중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이 주로 트위닝(twinning)
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됨
∙ (정의) 디지털 트윈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국외에서는 주로 ‘디지털 재현물
(Representation)’ 또는 ‘디지털 복제본(Replica)’으로 정의한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 모델’, ‘3D 모델’, ‘지능형 플랫폼’,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 디지털 트윈 목적의 제시 여부, 대상 중 사람, 장소, 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여부, 과거의 활동 데이터의 포함 여부, 예측 및 시뮬레이션 후 현실 세계와
동기화하는지(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 제어)의 여부 등은 개념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5) Michael Grieves. 2016.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7509727_Origins_of_the_Digital
_Twin_Concept(2021.4.10. 검색)
6) Gartner.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digital-twin#:(2021.4.14.)
7) Colin Parris. https://www.ge.com/digital/blog/what-digital-twin(2021.7.15.)
8) Bernard Marr. 2017.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7/03/06/what- is-digital-twintechnology- and-why-is-it-so-important/?sh=6a8601032e2a(2021.7.15. 최종 검색)
9) Aaron Parrott, Lane Warshaw. 2017. 64
10) Bolton et al. 2018.10
11) 이광기 외. 2018.76
12) 정득영 외. 2021
13) 홍창희 외. 2018. 5
14) 국토교통부. 2020b.
15) 국토교통부. 2020a.
16) 관계부처합동.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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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의 주요 특징
∙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실과 가상공간의 “연결” 또는 “융합”에
있음
-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의 복제본(트윈)을 가상세계에 만드는 것으로 트윈을 만드는
이유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표현하여 사용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상 세계에 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 현실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예측하며, 예측의 결과를 활용하여 의사결정하고 다시 트윈을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함임
- 따라서 디지털의 트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 반드시
연결(물리적 객체와 가상세계 객체 사이의 연결)이 있어야 함

∙ Aidan Fuller 외(2020)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오인 대상으로 디지털 모델과
디지털 그림자를 설명
- 디지털 모델은 현실 객체의 단순 디지털 버전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교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디지털 그림자는 현실의 변화가 디지털 객체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디지털 객체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만들지 않는 경우로 설명함(Aidan et al.2020. 2)

∙ 디지털 트윈은 “현실 객체와의 연결성”에서 단순 디지털 모델과 차이를 가지며
이 연결성을 구현하는 주요 기술로 IoT가 주로 논의됨
∙ 한편, 현실과 가상의 연결 방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가상 트윈의 변화, 가상 트윈의 변화→
현실의 변화가 가능한 양방향 연결이 필요함
- Aidan 외(2020.2) 역시 디지털 트윈은 현실 객체에 대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디지털
객체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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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BIM(디지털 모델)과 디지털 트윈과의 관계

자료: Mariela Daskalova. 2018. https://cobuilder.com/en/the-digital-twin-a-bridge-between-thephysical-and-the-digital-world/(2021.4.10 검색)

∙ 또 다른 디지털 트윈의 특징은 “지능화”에 있음
-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객체로부터 얻은 데이터,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등으로부터 시뮬레이션과 분석, 모의실험, 예측, 최적화 결
과를 도출해내는 지능화 과정을 거칠 때 디지털 트윈으로서 의미를 가짐
- 이를 위해서는 센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과 이를 통해 예측(지능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활용이 필수적
- AI, Simulation, Analytics, Optimisation, CPS(Cyber Physical System) 등이 주요
기술로 논의되고 있음(Aidan et al, 2020.13)

∙ 3차원 표현이라는 디지털 트윈의 시각화 방식에 대해 ‘아주 똑같은, 정확한 3D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실감형)’는 주장도 있고, 디지털 트윈 자체가 3D 모델
이라는 주장도 있음(Aidan et al, 2020.2)
- 국내에서는 주로 3차원 데이터 모델 개념에 집중하는 편이나 디지털 트윈 성숙모델
등에서는 4D(time), 5D(cost) 수준의 다차원 디지털 트윈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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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의 활용 분야
∙ GE에서 제조업의 혁신으로 디지털 트윈 사례를 만든 이후로 많은 제조업 뿐
아니라 의료분야, 도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자 함
- Aidan Fuller 외(2020)는 디지털 트윈

그림 2-3 | 디지털 트윈 관련 연구분야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디지털 트윈이 제
조업, 의료, 도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으며 제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음을 주장
- 그러나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도시 분
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 연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2-3>

∙ 그 외 교통, 재난 안전, 농축 수산,

자료: Aidan et al. 2020. 12.

에너지, 보안, 의료,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음<표 2-2>

표 2-2 | 각 분야별 디지털 트윈 정의
분야

개념 및 정의

재난안전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의 가상세계 모의를 통해 재난, 산업 피해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측·예방의 중심의 전주기 재난안전 관리 지능화 융합기술

농축수산

디지털 공간상에 가상의 팜(plant, animal, aqua 등)을 구축하고, 실제 팜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환경·생육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팜
운영·사육 환경을 예측·제공하는 지능화 융합기술

에너지

디지털 모델링으로 현실세계의 전력 수급 체계에 동기화된 가상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수급 최적화 기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에너지 지능화 융합기술

의료

현실세계의 건강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로부터 생성된 가상의 의료 환경에서 질병의 진단
및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질병의 예후를 예측·관리하는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
지능화 융합기술

제조

물리세계의 제조 자원(Machine, Material 등)을 가상공간에 모사하고, 실시간 연결하여
가상공간에서 제품의 설계, 생산, 유지보수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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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념 및 정의

보안

현실세계의 정보인프라 및 행위를 가상세계 모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예측하여 사전에 최적의 보안 조치 및 사후 대응이 가능한 사이버보안 지능화 융합기술

스마트시티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공간을 모사한 가상공간 모형에 실세계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도시 현안을 감시·진단·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의 해결 방안을 사전에
학습·시험·검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지능화 융합기술

출처: 박종현 외, 2021.(정득영 외. 2021. 21-22. 재인용)

2)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특징
□ 디지털 트윈 주요 활용 분야의 하나로 공간(주로 도시 또는 국토)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논의되고 구현되고 있음<표 2-3>
∙ 국내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 자체를 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으로 사용
하거나(국토교통부,2018), 디지털 트윈국토(국토교통부,2020a;서기환외, 2020), 국가
디지털트윈(관계부처 합동.2021a), 디지털 트윈 공간(사공호상 외. 2017), 도시·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홍창희 외, 2018),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김미정 외, 2020)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김영표 외(2001.34)는 ‘지상, 지하, 바다를 포함한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기업의 경제활동,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사이버 국토’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현재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개념과 상당히 유사함
∙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용어로 도시 및 국토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칭하고 있음
- 주로 도시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며,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트윈은 영국, 호주, 핀란드 등의 사례가 있음
- 국가(국토) 차원의 디지털 트윈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National Digital Twin(영국),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호주), Digital Twin Finland(핀란드)17),
Virtual Singapore(싱가포르) 등 국가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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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칭하는 용어는 Urban Digital Twins, Digital Twin
(for) City, City-Scale/Level digital twins, Digital Urban European Twins 등이
있음(Living-in.EU;Sergey et al. 2020;Timea et al.2020;DUET)
표 2-3 | 국내외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명칭과 개념
용어

개념

비고

Urban Digital Twin

물리적 장비의 변화의 갱신과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도시의 물리적 자산,
사용하는 데이터,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의 가상
재현(representation)18)

Digital Twin of a City

도시환경의 기능 및 개발의 특정 측면을 재현하는
상호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의 시스템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해 도시
인프라의 실제상태를 활용하여 미세조정 및
동기화를 지원19)

상호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의 시스템
(System-of- systems
개념)

도시 모델링 도구의 새로운 물결로 도시수준의
성과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도시(자산, 프로세스, 시스템 포함)의 사실적인
디지털 재현20)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재현
System-of- systems
개념제시
CDT라는 용어사용

디지털 트윈은 실험을 통해 작동하는 정책 솔루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실세계의 자산, 시스템,
프로세스를 배우는 디지털 복사본21)

3D는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임
윤리적 원칙하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안전하게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의 생태계22)
- 영국 전체의 인프라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23)
- 인프라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자산, 네트워크,
전사적 레벨의 시스템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

단일한 디지털 트윈 형태가
아닌 연합된 모습의
생태계로 국가인프라에
대한 BIM을 기반으로 함

디지털 트윈은 실세계 객체나 시스템의 동적인
디지털 재현(representation)24)

동적인 상태와
4D데이터를 강조

싱가포르의 3차원 지도를 포함하는 동적인 3차원
도시모델 및 협력적 데이터 플랫폼25)

3차원 도시모델과 데이터
플랫폼으로 정의

City-Scale(City-Level)
Digital Twin

Digital Urban Europe
Twins

National Digital Twin
(영국)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 (호주)
Virtual Singapore

17) 핀란드의 국가디지털트윈은 국방에 특화됨(Kari et al. 2019.)
18) Living-in.EU. https://living-in.eu/groups/solutions/urban-digital-twin (2021.7.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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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념

비고

사이버국토
(김영표 외, 2001)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지형공간과 활동(제1의
국토)을 체계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 국토26)

용어는 상이하나 디지털
트윈과 매우 유사한 개념

디지털트윈공간, DTS
(사공호상 외, 2017)

현실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똑같은 가상환경으로
물리적 환경과 연계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실세계를 모니터링하거나 문제를 분석하고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세계에 반영하는 것

공간과 트윈간 양방향 연결
똑같은(사실적인)
가상환경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27)

디지털 트윈 자체를 도시
플랫폼으로 제시하며
시민과 기업,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로 제시

디지털트윈 체계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디지털트윈국토(지상·지하가 연결된 3차원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각종 시설·행정·민간 정보를
융합한 현실과 같은 국토)를 통해 국토·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각종
도시·환경문제 등의 솔루션을 제시28)

안전관리 및 신산업창출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지상과 지하의 연결 및
3차원 디지털 지도를 강조

디지털 트윈국토
(서기환 외)

현실 국토의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대한 3차원
데이터 모델(형태·위치·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쌍둥이) 기반의 가상국토29)

도시/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
(건기연, 2018)

제조업의 디지털 트윈을 ‘Small Digital Twin’으로
정의하고, 도시/건설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광역
디지털 트윈’으로 정의

디지털 트윈을 공간적
범위, 복잡도,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범위 등으로
구분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LH형 도시 디지털트윈, LH)

도시성장단계와 관련된 업무, 이해당사자, 데이터를
연결하여 신도시 현안(교통, 자족도시, 환경생태도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형
의사결정지원체계30)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상호협력을 강조

Virtual Seoul

서울을 3D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도시계획, 도시환경, 도시안전과 관련한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과학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시스템31)

도시문제의 사전예측과
과학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 트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자료: 각주 참고

19)
20)
21)
22)
23)
24)
25)

26

Sergey et al. 2020.
Timea et al. 2020. 2.
DUET(Digital Urban European Twins). https://www.digitalurbantwins.com/ (2021. 7. 15. 검색)
Bolton et al. 2018. 12
NIC. 2017. 61
ANZLIC. 2019.
NRF. https://www.nrf.gov.sg/programmes/virtual-singapore (2021.4.15 검색)

∙ 영국은 디지털 영국(Digital Built Britain)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국가디지털트윈(National Digital Twin)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체계적
으로 추진 중
- 국가디지털트윈을 “안전하게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의 생태계”
로 정의(Bolton et al. 2018. 12)함으로써 단일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아닌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합된(federated) 형태의 생태계임을 강조함32)
- 영국은 BIM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들의 연계와 그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디지털트윈은 영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호주는 영국의 국가디지털트윈을 차용하여 국가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고 있으나,
BIM 기술 기반의 국가인프라 디지털트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기반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s라 칭함)의 3D,

4D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여 추진함33)

-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s는 정확한 위치정보(공간정보)로 통합된 디지털
트윈들을 말함
- 자연 및 인공 환경(지상, 지하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정확한 측위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진됨
- 현재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3D/4D 데이터, 3D 메쉬 데이터, 공간정보시스템, 그리고
BIM들이 통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적절한 스케일과 적당한 수준의 정확도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음
26)
27)
28)
29)
30)
31)

김영표 외. 2001. 34
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부. 2021a. 2
서기환, 오창화. 2021.
김미정 외. 2020. 89.
스마트 서울 포털. (2021.7.15. 검색) https://smart.seoul.go.kr/board/25/70/board_view.do?&listType
=list&bcstIdx1=43&bdOpenYn=Y
32) 영국 국가디지털 트윈 프로그램 의장인 Mark Enzer(2019)는 국가디지털트윈이 거대한 단일트윈이 아니며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차원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시스템들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임을 설명(https://
www.ice.org.uk/news-and-insight/the-civil-engineer/april-2019/national-digital-twin-soundsexciting 21.7.15. 검색)
33) ANZLIC. 2019.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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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특징
∙ 용어 정의 측면에서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적,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볼 수 있음
- (목적) 현실세계 모니터링, 문제 분석, 해결방안 모색, 정책의사결정, 현실세계에
반영 등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
- (대상) 물리적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자연환경, 인공환경 등 포
괄적인 의미의 물리적 객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의미하며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건물 뿐만 아니라 공원, 인프라, 교통 네트워크,
유틸리티 네트워크, 홍수 방재와 통신 등도 포함(Simon et al. 2019. 22)

- 대상의 정의에서 국가 단위의 디지털 트윈을 논할 때는 공간 단위에 대한 명시적
구분(국토, 도시)을 별도로 하지 않으나 도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시’라는 공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과 가상환경의 연계, 상호협력 및 상호연결, 3D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 가상재현, 실세계를 배우는 개념, 동기화, 동적인 재현을 그 구현 및 작동방식
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2-4 | 디지털 트윈과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트윈 비교34)
구분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트윈

목적

최적화, 예측,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제어,
자동관제

도시문제 예측, 의사결정지원
시뮬레이션, 실시간 도시모니터링

통찰력

비즈니스 가치 향상

정책의사결정
경제·사회·환경적 가치 향상

구현 및 작동

센서로 연결
실감형 가시화
시뮬레이션 및 모의실험

사실적인 3D 데이터(모델)
상호연결, 상호협력
동적인 디지털 재현

트위닝 대상

물리적 객체(주로 제품), 공정

인공환경(건물, 도로, 교량, 철도, 댐...)
자연환경(하천, 바람, 토지...)

정의

디지털 재현물, 디지털 복제본,
지능형 플랫폼, 가상모델, 지능형융합기술

가상재현, 디지털 복사본,
디지털 트윈들의 시스템,
디지털 트윈들의 연결된 생태계,
플랫폼(데이터/도시/협력적), 의사결정지
원체계, 첨단시스템, 가상국토, 제2의 국토

자료: 표 2-1 및 표 2-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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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개별 디지털 트윈들의 연계와 통합 필요
-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논의할 때는 ‘하나의 단일한 디지털 트윈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
- 개별 건물, 도로, 통신망 등 각 관리주체가 개별적 목적에 맞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
하고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 또는 국토 정책을 위해서는 모든 디지털 트윈들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안을 찾아야 하고 이 경우, 도시와 국가의 디지털 트윈은 단일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 해외의 정의에서는 상호연계, 시스템들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 서비스들의
시스템(a System of services), 사이버-물리 시스템(a Cyber-physical system),
지속가능한 시스템(a Sustainable system), 생태계(ecosystem)등으로 이 특징을
정의하고 있음 (Living-in.EU;CDBB et al. 2019;Sergey et al. 2020;Timea et al.
2020; Bolton et al.2018)

∙ 디지털 트윈의 특징인 연결성과 지능화는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에도 적용
- 연결 방향에 대해서는 동기화 및 미세조정, 현실 세계에 반영 등을 제시함으로써 양
방향 연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 또는 국가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 현실의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실험/검증/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하여 지능화된 예측이 가능해야
함<그림 2-4>
- 다만, 국토·도시 차원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논의할 때는 동적인(끊임없는),
실시간의 동기화를 많이 논의하고 있어 ‘실시간(Real-time)’이라는 특징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음

34) 디지털 트윈과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개념상 포함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두 정의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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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건축환경 디지털 트윈 개념

자료: Digital Twins for the Built Environment. https://www.iesve.com/digital-twins (2021.7.15 검색)

□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 정립35)
∙ 국토교통부와 서기환 외는 2020년부터 국토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트윈국토’라는 용어로 칭하고 활용하고 있음
- 서기환 외(2020.16)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3차원 위치와 형태, 속성정보를 포함한 공간정보로 구축된 가상 국토”
라고 정의하며, 가상국토의 다른 명칭이 디지털 트윈국토라고 주장
-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지털 트윈국토 ISP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해 “예측가능한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모사하고 가상화 기술로 연결한 국가 위치기반의 정보체계”로
정의함(국토교통부, 2021b)

35)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대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국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존 정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트윈국토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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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현실 국토에 대한 정의와 위에서 살펴본 국가(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 현실국토는 국민의 생활 공간과 삶의 터전으로, 국민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적 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요소인 지형·기후·생물 등과 인문요소인 역사·
문화·산업 등이 있음(두산백과36), 국토)

∙ 현실국토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국토는 구축 목적과 기능에 따라 개념 정의도 특징화
할 수 있으며, 개념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가능
① (목적차원의 정의) 스마트한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재현
- 디지털 트윈국토란 “스마트한 국토관리를 위해 초연결된 플랫폼에 재현한 디지털
국토공간” 으로 시행착오 없이 더 나은 국토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구성요소를 디지털 공간에 재현한 총합
국토의 구성요소
국토인프라, 국민활동, 제도, 서비스,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디지털 공간
현실 세계의 다종 센서 및 주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입력-시뮬레이션-출력되는
초연결 플랫폼을 의미

② (기능차원의 정의) 종합적 국토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지능국토
- 디지털 트윈국토는 기능적으로 “기후변화, 재난재해, 질병확산, 디지털경제 등
다변화하는 국토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37)”

③ (목적 및 기능의 종합 정의) 초연결된 플랫폼에 재현한 지능화된 국토

36) 국토. https://www.doopedia.co.kr/m/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
1013000782857 (2021.7.14. 검색)
37) 디지털 뉴딜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작동되는 지능화된 국토

제2장 디지털 트윈국토 개념과 가치 ․ 31

디지털 트윈국토
국토의 인문 및 자연환경에 대한 자산, 활동, 과정(프로세스), 시스템(서비스 포함)들이
초연결된 플랫폼에 재현되고 현실과 동기화되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지능화된 디지털 생태계

∙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과 특징을 모식화하면 <그림 2-5>와 같으며, 이는 현실
국토를 구성하는 개별 개체와 환경을 센싱하여 가상국토에 구현하므로 사람,
사물, 환경에 대한 디지털 복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국토를 관리하고, 시뮬
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초연결 플랫폼을 의미
- 현실국토 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 환경 등 자산, 프로세스 등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환경에 복제되어, 가상국토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상황에 대한 처방을 시뮬레이션하여 현실 국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임
그림 2-5 |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념적 특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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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를 구성하는 대상들을 트위닝한 여러 개별 디지털 트윈의 집합체
이며,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생태계(Ecosystem of Digital Twins)를 구성함
∙ 영국에서도 국가차원의 디지털트윈을 생태계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개체들이 디지털자산으로 상호 연계되어 일정한 흐름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그림 2-6>
그림 2-6 | 영국의 국가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개념

국가디지털트윈(NDT)은 각각의 교통, 유틸리티, 서비스, 교량, 터널 등이 더 나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게 서로 소통하는 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의 생태계임
출처: Kirsten Lamb. 2019. 9

□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적은 국가적 수준 의사결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 디지털 트윈국토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위해 인공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디지털 트윈들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생태계이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트윈화하는 대상별로 다양한 추진
주체와 기술들이 접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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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공간의 자동관제, 최적화, 예측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지능정보화 사회를 실현
∙ 디지털 트윈국토의 트위닝 대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공 및 자연환경으로
건물, 도로, 구조물, 자연, 물, 식생, 대기의 질, 차량, 사람, 상태를 포함
∙ 디지털 트윈국토의 추진은 다양한 정부 기관, 공공기관, 기업, 개인이 참여
- 각 기관(개별 주체)은 각자 목적에 맞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 활용하며 연계와 통합
활용을 통해 진정한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 가능하므로 정부는 도시 디지털 트윈 및
개별 디지털 트윈들을 연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디지털 트윈국토를 활용하여 재난대응 및 예측, 안전관리, 효율성 증대방안, 성장
관리, 국토계획,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여러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음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정책 문제들 - 호주 사례 (ANZLIC, 2019)







특정 지역의 주거용건물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은 어떠하며 위험경감을 위해 어떤 변화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가
주요도시와 지역의 인구가 2025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면 정부는 어디에 인프라와 주거개발을 목표로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혼잡을 줄이며,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상 인구증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도시/지역/지구에서 필요한 의료투자는 무엇인가
향후 10년 및 그 이후에 기후변화에 따라 서비스 요구(건강, 유틸리티, 인프라, 비상대응)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30분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커뮤니티 및 기타 인프라 개발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3)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성요소
□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은 디지털 트윈의 활용분야나 연구자의 관점 등에
따라 그 정의만큼이나 다양
∙ Aaron Parrott 외(2017)는 제조공정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 구성
요소로 센서, 데이터, 종합, 애널리틱스, 디지털 트윈, 작동장치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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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호상 등(2017)은 디지털 트윈 공간 전략(DTS 452)을 제시하면서 데이터,
기술개발, 서비스 별 세부 요소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였음
∙ 김탁곤(2021)은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를 데이터와 모델 관점에서 ①실체계
운용 데이터, ②실체계 디지털 공간정보 및 사물 형상정보 모델, ③실체계
객체들의 행위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
□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트위닝 대상인 물리적인 객체(인공 및 자연환경),
객체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의 객체(모델), 가상 객체의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시뮬레이션 모델,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디지털 트윈국토 사용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2-5 | 디지털 트윈국토 구성요소
구성요소

개념

물리적 객체(현실객체)

트위닝의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 인공건축물, 구조물, 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객체

데이터

물리적 객체에 대한 데이터(상태,특성,위치 등)

네트워크

실객체의 데이터를 가상 객체와 연결하며, 개별 디지털 트윈 간 연계 시 데이터의
흐름을 제공

하드웨어

디지털 트윈국토 운영 및 활용의 기반 하드웨어. 센서기기, 컴퓨팅기기, 서버, 각종
모니터, 제어기, VR/AR 도구 등

가상 객체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진 물리적 객체의 복제 객체

소프트웨어

가상 객체의 시각화, 데이터의 통합 및 안전한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기 제어 및 운영 등을 위한 도구(예: 언리얼 엔진, Ansys, Autodesk)

분석 및 시뮬레이션 모델

의미 있는 인사이트, 최적화 해를 도출할 AI,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자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 제어 등을 수행

자료: 저자작성

□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세대 통신, 증강현실/혼합현실, 모델링 기술 등이 있음<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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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디지털 트윈의 요소기술
기술

개념

사물인터넷

물리적 객체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물리-가상객체 간 데이터의 원활하고 정확한 양방향
전송 촉진

인공지능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촉진하고 예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

빅데이터

패턴 유추 및 유용한 정보 발굴을 위한 양적 데이터 제공

클라우드

센서 및 다양한 플랫폼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담아 유연성, 확장성 지원

5세대 통신

실시간 정보 전송 능력으로 디지털 트윈의 반응성 향상

증강현실/혼합현실

실제 물리적 환경과 함께 가상환경의 디지털 트윈 인식 지원

모델링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의 형상을 가상공간에 구현

출처: 장예지, 2019. 2(표1)

36

2.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와 생태계로의 발전
1)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
□ 가트너는 2021년까지 대규모 기업체들의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것이며, 운영
효율성의 10%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며 디지털 트윈의 사용은 최적화와
전체 생명주기 성과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제시함(Gartner, 2017b)
∙ 아울러 디지털 트윈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국가디지털트윈(National Digital Twin) 추진에 앞서 데이터 공유의 경제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NIC.2017)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화와 데이터 공유의 경제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사용, 유지, 계획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년 500억 파운드(약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NIC, 2017.4)
∙ 데이터 공유를 개선함으로써 1) 소비자 비용 절감, 2) 환경영향 감소, 3) 교통개선,
4) 스마트시트의 현실화 등이 가능함을 제시 <그림 2-7>
∙ 건설 산업이 BIM을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8억4백만 파운드(약 1조 3천 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HM Government, 2015. 5) 철도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7억7천만 파운드(약 1조 2천5백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공공데이터 공개로 인한 직접적 혜택은 89억 파운드(약 1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NIC,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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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데이터 공유 개선의 영향

자료: NIC.2017.5.

□ 영국의 디지털빌트브리튼센터(Center for the Digital Built Britain, CDBB)는 국가
디지털트윈의 포괄적인 혜택을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

그림 2-8 | 국가디지털트윈의 혜택(benefit)
사회적 혜택



이해당사자의 투명한
참여
고성능 인프라 및
서비스 통한
공익증가

경제적 혜택

사업적 혜택




고성능, 회복탄력적
인프라로 국가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시장,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고성능 인프라를
통한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불확실성 감소 및 더
나은 위험관리 가능

환경적 혜택




사업중단 및 낭비
감소
더 많은 재사용
가능
자원의 효율성
증가 >> 순환경제

자료: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https://www.cdbb.cam.ac.uk/what-we-do/national-digital-twin
-programme, (2021.4.15. 검색)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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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는 IoT, 빅데이터, 자동화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 호주 GDP 성장률의 0.5~1.0%를
상승시키는 수준인 1조~2조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정부 데이터의
직간접적 가치는 연간 250억 호주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38)
∙ 확장된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 서비스(50억~100억 호주달러, 4조 3천억~8조
6천억원 수출시장)를 제공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 기술제품을 상업화할 것으로
예상(ANZLIC, 2019. 10)
∙ 인프라와 관련한 혜택은 특히 높은 인구성장과 개발압력에 직면한 도시들이
단위 인프라 성과당 더 개선된 가치를 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 인프라
데이터 수집과 유통 계획」에서 데이터의 수집, 공유, 투자결정 및 인프라망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ANZLIC, 2019. 10)
∙ 과제들을 인구성장과 도시개발에 배분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연
100억 호주달러(약 8조 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함(ANZLIC,
2019. 10)
□ 호주의 ANZLIC(2019)은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의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들은 과거, 현재의 데이터와 개선된 인사이트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분석력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지역과 도시에 대한 혜택으로는, 더 지속가능한 계획과 개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도시 및 지역 관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재난이나
투자 등과 같은 미래정책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신기술의 활용과 개발로 혁신을 촉진함도 그 잠재적 혜택으로 제시함
□ 호주의 BIM 위원회는 디지털 트윈의 잠재적 혜택으로 생산성과 협력의 증가, 건설 및
운영 비용 절감, 안전도 향상, 최적화된 자산 성능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음
(Alison S. et al, 2021. 8-9)

38) ANZLIC.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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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학기술연구원은 인공환경(건축환경)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주요 혜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Simon et al., 2019. 8)
∙ (건축 및 운영 비용 감소) 시공 순서 및 물류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작업자가 필요한 작업에 익숙해지고 재작업을 줄이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음. 이는 자산의 생명주기 내내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됨
∙ (생산성과 협력 증가) 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명주기 동안 저장, 분석하며
최신상태로 유지하는데 이 정보는 의사결정, 위험 제거 등에 쉽게 활용 가능
∙ (안전성 개선) 현장 작업자에 대해 실시간 추적 및 경고 알람 가능
∙ (자산 성능과 지속가능성의 최적화) 운영 및 작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여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현재 수행되는지 통찰력을 제공
하여 여러 의사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음
□ 장윤섭 외(2021)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스마트도시 설계, 건설, 운용 전 주기에 걸쳐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나 관련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의 효과(장윤섭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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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그 안의 사회(커뮤니티)를 가상에 복제하고 분석, 관리하여 도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
계획입안자, 관리자, 일반 시민과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여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의 참여 확대가 가능
도시의 교통, 주거, 안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상과
실제 세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줄임
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
미래 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도록 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시민, 교통 흐름, 에너지, 쓰레기, 자원과 관련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개발

2)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 영국에서는 국가디지털트윈을 국가적 차원의 연합된 디지털 트윈들에 대해 연결된
생태계로 제시하고 있음(CDBB et al. 2019)
∙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결되고(connected digital twins), 그 연결된 디지털
트윈의 연합체가 다시 연결되어 생태계를 이루게 됨
∙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안전한 조건하에 데이터의 공유 및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됨
그림 2-9 | 국가디지털트윈 생태계

자료: CDBB et al. 2019. 7-10

□ 호주의 ANZLIC 역시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제시함
∙ 호주의 디지털 트윈 생태계는 상호운용성이 있는 데이터와 연결된 디지털 트윈
들로 구성되며, 이 연결된 디지털 트윈들은 안전하게 공유된 데이터에 역할 기반
(role-based)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증과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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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전과제는 데이터 기여자에 대한 분명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적이고
비밀의 민감한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며, 상업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생태계
전역에 데이터가 흐르도록 하는 것임
∙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생태계 내에서 연결하기 위한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함
그림 2-10 | 호주 자연 및 인공환경의 연합된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생태계

자료: ANZLIC. 2019. 13

∙ 호주 디지털트윈 생태계의 주요 요소(Key elements)는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발견하고 공유하기 위해 합의된 규칙, 프로토콜과 표준
② 데이터 관리자와 권한을 유지하게 하여 데이터 기여자가 공유된 데이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③ 디지털 트윈-호환 가능한 데이터 정의(상호운용가능, 호환가능, 플랫폼 간 및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음)
④ 정부 및 비정부 데이터의 통합
⑤ 현재 환경과 환경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데이터를 유지관리
⑥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정의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액세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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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SMART39)가 제시한 디지털트윈 생태계
∙ buildingSMART International(bSI)는 건축자산에 관련한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영향력이 클 것이며 국가, 도시, 정부, 자산소유자, 건물프로젝트
참가사(설계자, 엔지니어 및 계약자), 운영자, 표준설정기관, 시민 모두 서로
서로 상호의존성이 복잡할 것으로 보고 표준화와 단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모든 인공의 자산들이 겪는 전통적인 시각의 생애주기인 계획-건설-운영-폐기
(plan-build-operate-decommission)에서 사용 관점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흐름이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 다른 포맷, 서로 다른 소스에서 온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이고, 이를 위해 더 커다란 연
결된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그림 2-11>
∙ 또한 더 큰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매핑하고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분야의 표준화를 제안하였음
①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
② 데이터 관리와 통합에 관한 표준
③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표준

39) BuildingSMART(과거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연맹, IAI)는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교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조직으로 BIM 표준인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를
개발(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SMART 2021. 5.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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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buildingSMART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디지털트윈 생태계

자료: buildingSMART International. 2020. 5.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에서 제시한
디지털 트윈인 디지털 라이브 국토는 공간정보를 핵심 기반 인프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기술의 가치사슬을 다음 그림과 같이 1차~3차 수혜 기관으로 제시하였음
∙ 위성, 항공기, 드론, CCTV 등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정밀 디지털 국토 구축
하고 초연결하며, 초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함
∙ 개발된 국토정보기술의 1차 수혜자는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2차 수혜자는 공공 및 민간의 여러 도메인 분야, 3차 수혜자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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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기술의 공간정보 가치사슬(Value Chain)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7.

□ 디지털 트윈국토는 데이터의 공유와 흐름으로 순환되는 데이터 생태계라 할 수 있으며
<그림 2-5>,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생산자, 소비자와 매개자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특징,
관계를 생산-매개-소비 측면에서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통합/분석자, 데이터 활용자로
구분해 볼 수 있음<그림 2-13>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는 데이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흐름이 기본
구조를 이루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과정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구분될 것으로 기대됨
∙[데이터 생산자] 다양한 도메인과 공간적 범위(Scale), 수직적 위계 측면에서
개별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갱신
- 지하-지표-지상의 순으로 보자면, 인공의 지하 시설물과 토양, 지반 등과 관련된
객체들의 디지털 트윈과 지표상의 도로·철도·전력 등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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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차량 등과 하천·식생과 같은 자연환경 객체들의 디지털 트윈, 비행기, 대기,
바람 등에 대한 디지털 트윈들이 모두 데이터 생산자 역할을 할 것
- 디지털 객체는 개별 디지털 트윈 목적에 따른 정밀도(충실도)에 따라 재현되고 역시
적절한 빈도(실시간)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갱신하게 됨
- 예를 들어 교량, 항만, 터널 등의 기반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
등이, 도로 시설은 도로공사가, 지자체 관할 시설물은 각 지자체에서 트읜을 생성
하고 관리할 수 있음
- 각 디지털 트윈에 대해 데이터의 소유 및 관리 권한(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원활한 데이터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데이터 통합/분석자]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하도록 하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모델링 또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역할
- 현실 객체에 대한 데이터(위치, 상태, 특성 등)는 센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
되고 디지털 객체에 연결되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스레드40)를 생성하며
축적되어야 함
-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타 기관의 데이터(예: 행정정보) 등과 연계 통합하고 AI기술
등을 이용하여 최적화 및 예측 모델을 구동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시각화)해야 함
- 데이터의 통합은 네트워크 사업자, IoT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통계청 등 데이터
결합기관에서 수행하고 데이터 분석은 모델 개발자, AI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역할 가능

∙ [데이터 활용자]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데이터 생산체계인 물리적 객체를 제어하기도 함
- 최종적인 데이터 소비자 역할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40)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대상의 설계-시공-운영-폐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트윈이 생성되는데, 단계별 트윈의
형상, 속성, 상태에 대한 전 주기적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이어져 한 가닥의 실처럼 꿰어지는 것을 디지털 스레드
라고 함(https://blog.lgcns.com/1586 2021.7.15 검색). 디지털 스레드가 구현되어야 과거에 대한 추적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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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은 다시 현실 객체를 제어하기도 함
-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지자체나 기업 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시민(개인)
등 사용자 모두 데이터 활용자가 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나 수준은 이러한 활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트윈국토의
경우 국가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2-13 | 디지털 트윈국토의 데이터 생태계와 가치사슬

자료: (위)저자작성 (아래) https://www.bentley.com/ko/goingdigital/going-digital-in-cities/ensuring
-trusted-information-with-digital-twins-for-cities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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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연결 지능사회를 향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 의의
□ 디지털 대전환, 한국판 뉴딜 등으로 이어지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실감 등으로 제시되며 디지털 트윈은 이 모든 특징(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실감)이 종합적으로 구현되고 활용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임
□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인 디지털 트윈국토는 모니터링, 최적화, 미래 예측을 지원
하여 그 가치를 구현하게 됨
∙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이유는 디지털 트윈의 특징인 물리적 대상과 가상의
대상을 연결 상태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성능
최적화, 미래 예측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건축환경에 대한 디지털화로 많은 비용감소 가능) 많은 인공 객체들은 건설환경
에서 비롯되며 설계-시공-감리-운영-소멸의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디지털화를
이루고,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등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의사결정의 통찰력 제공) 국토·도시 문제에 대해 분석,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도시 운영 등에 대한 통찰력 확보가 가능
∙(데이터 공유로 인한 신산업 창출)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 신산업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시민 참여와 소통 증대) 실감형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 등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고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
□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고 동기화되며 현실
세계의 변화와 함께 발전(공진화)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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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국토는 어느 특정 주체만 통해서는 이룰 수 없고 다양한 기관, 기업들의 연계
협력이 핵심임
∙ 이를 위해서는 협업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실례로 CDBB는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위해 DT Hub41)를 구축하고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스마트시티의 주요 사례인 밀턴킨즈 역시
대학, 민영통신사, 민간연구소, 마케팅 대행사 등이 참여하여 MK 데이터 허브
(MK DATA HUB)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사례 창출(예: 모션맵)42)
하고 있음
□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정의부터 시작하여 초연결 융합 플랫폼이 될 때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을 준비해야 하며 정의 또는 형식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각 추진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디지털 트윈이 되도록 해야 함

41) DT Hub: Building Better Connections. https://digitaltwinhub.co.uk/ (2021. 7. 15 검색)
42) LG CNS. IT Solutions-데이터로 빚어낸 스마트시티. 영국 밀턴키즈. https://blog.lgcns.com/2361 (2021.
5.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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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와 장애요소

1.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 단계
□ 디지털 트윈국토는 기존의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이 기획-설계-구축-활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객체의 생애주기에 따라 함께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연합하며
공진화하는 초연결 플랫폼임
∙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각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maturity) 모델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발전단계, 구현
레벨 등으로 논의되고 있음
□ 가트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구현 수준을 3D 시각화 > 실시간 모니터링 > 분석·예측·
최적화의 3레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초기에는 물리적 객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이 실제 객체와 연결되어 센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및 최적화 단계로 궁극적인
디지털 트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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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가트너의 디지털 트윈 3단계 구현 레벨

자료: Gartner(2016) / LG CNS IT Insight(2018) 재인용

□ 영국의 공학기술연구원(Simon et al. 2019)에서는 건설환경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 수준을 그 복잡성과 연결성을 기준으로 하여 6단계로 제시 <표 3-1>
∙ 디지털 트윈을 현실 그대로 캡쳐하는 수준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인 5단계에서는
양방향 데이터 통합 및 상호작용을 넘어 자율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함을 제시
표 3-1 | 건설환경에서의 디지털 트윈 성숙도 범위
성숙도 수준
(복잡성과 연결성 수준)

정의

0

현실 캡쳐
(예: 포인트클라우드, 드론, 드로잉, 스케치)

준공 조사

1

2D 지도/시스템 또는 3D 모델
(예: 메타데이터가 없는 객체기반, 또는 BIM)

설계/자산 최적화와 통합관리

2

영구(정적)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BIM 2단계에 모델
연결
(문서, 도면, 자산관리시스템)

4D/5D 시뮬레이션
설계/자산관리
BIM 2단계

3

실시간 데이터로 강화
(예: IoT, 센서)

운영 효율성

4

양방향 데이터 통합 및 상호작용

원격 및 몰입형 작업
디지털에서 물리적 제어

5

자율운영 및 유지관리

총체적 관리감독과 투명성을
갖춘 자율운영 구현

출처: Simon et al.2019.1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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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요

□ 호주에서는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의 성숙도 모델을 복잡성, 연결성,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진화하는 것으로 제시
∙ 성숙도 모델을 위치정보화(Locate)-시각화(Visulise)-통합화(Integrate)활성화(Energise)-제어(Acuate)-자동화(Automate) 단계로 구분 <표 3-2>
∙ 이 단계들은 선형으로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라도 데이터의
업그레이드나 분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
표 3-2 | 호주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성숙도

설명

비고

위치정보화
(Locate)

권위있는(인증된) 공간기반 데이터

공간데이터: 품질높은 매핑, 정밀 측위,
정확한 지형, 확실한 지적

시각화
(Visualise)

검사, 계획, 계약, 모델링

3D/4D 지적 데이터, 3D 실감형 모델

통합화
(Integrate)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정적 데이터의 통합
(예: 디지털 공학모델)

활성화
(Energise)

향상된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들의 통합

실시간 데이터 강화
(예: IoT, 센서네트워크)

제어
(Actuate)

물리적 객체를 디지털에서 제어, 의사결정, 구현

양방향 데이터 통합과 상호작용
(실시간 인풋과 지시의 전송)

자동화
(Automate)

인공지능, 실시간 데이터, 고급 분석을 통해 향상된
인사이트 도출

자율적 운영과 유지

출처: ANZLIC. 2019. 12. 재정리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시한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 5단계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1단계 물리대상을 가상으로 복제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2)관제 단계,
모의실험과 최적화가 가능한 3)모의단계, 개별 대상들이 상호연계된 복합디지털트윈
단계의 4)연합단계, 개별과 복합 디지털 트윈에서 자율적인 문제해결과 최적화가
이뤄지는 5)자율 단계로 발전하게 됨<표 3-3>, <그림 3-2>
∙ 각 단계마다 목적은 최적화에 있으며, 4단계부터 트윈 간 상호연계된 복합
디지털 트윈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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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 5단계
기술단계

정의

5단계

자율 DTW’s
(Autonomous)

개별 및 복합 디지털트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여 물리대상 최적화

4단계

연합 DTW’s
(Federated)

최적화된 개별 물리대상들이 상호 연계된 복합 디지털
트윈 재구성 및 물리대상 상호운영 최적화

3단계

모의 DTw
(Modeling & Simulation)

디지털 트윈 모의결과를 적용한 물리대상 최적화

2단계

관제 DTw
(Monitoring)

디지털 트윈 기반 물리대상 모니터링 및 관계분석을
통한 제어

1단계

모사 DTw
(Mirroring)

물리대상을 디지털트윈으로 복제

출처: 정득영 외. 2019. 25

그림 3-2 | 디지털 트윈 단계별 기술범위

자료: 정득영 외. 20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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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
∙ 디지털 트윈국토의 이상적인 모습은 각 모델에서 제시하는 최종단계 수준에서
디지털 트윈 간의 자율적 인지와 문제해결, 최적화가 이뤄지는 수준으로 보다
스마트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임
∙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 역시 그 복잡성과 연계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숙도 모델과 발전단계를 참고하여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를 생각해보면 다음<표 3-4>와 같음
표 3-4 |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
발전단계

정의

설명
현실객체의 물리적 특성을 실감형
디지털 객체로 모사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기반 조성
실감형 모델 확보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객체와
디지털객체가 연결되고 모니터링이
가능(예: IoT, 센서)
연계할 타 분야/기관/기기 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모델 및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예측/최적화

1. 복제

현실 캡쳐 및 2D/3D 모델 생성

2. 연결

현실 객체와의 연결

3. 통합 및 최적화

데이터 통합과
시뮬레이션/최적화

4. 양방향 통합

현실객체와 가상객체 간 양방향
데이터 통합과 상호작용

현실 상태 제어(디지털에서 물리적
제어)

5. 상호연계

상호 연계된 디지털 트윈국토
체계

디지털 트윈 간 연계/최적화

6. 자율운영

자율 운영·유지관리

초연결 융합플랫폼의 자율운영 및
지능형국토 완성

자료: 저자 작성

∙ 1단계는 현실 객체를 복제한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로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트윈국토 단계라 할 수 있음
- 복제 객체의 실감 정도를 영국에서는 충실도(fidelity)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중요도 등에 따라 정해짐(techUK, 202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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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복제 단계를 벗어나 가상 객체와 현실 객체의 연결이 이뤄지는 연결
단계로 센서, IoT, 클라우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 수집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이를 통해 현실 객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 건물, 도로 같은 각 개별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 동기화에 대해 그들의 목적에 따라
실시간의 범위(초단위, 분단위 등)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 3단계에서는 물리적 객체의 데이터 뿐 아니라 다른 기기,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예: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고,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예측과 최적화를 구현하는 단계임
- 이를 위해서는 연계해야 할 데이터(행정데이터, 타 기관의 데이터 등)들의 통합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국토에서 활용할 여러 사회경제적 현안(아젠다)에 대해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분석모델 개발을 통해 개별 디지털 트윈의 목적에 맞는
활용체계 확보 필요

∙ 다음 양방향 통합 및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디지털에서 물리적인 제어가 가능
하도록 현실객체와 가상객체 간 양방향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짐
- 가상객체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가상
객체에서 현실의 물리적 객체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단계
-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단계로 개별 디지털 트윈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계임

∙ 1~4단계가 개별적 디지털 트윈들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5단계는
각자의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트윈국토 운영이 가능해짐
- 개별 디지털 트윈이 연계되어 그룹화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다시 그 그룹들이
연계되어 디지털 트윈국토 완성

∙ 6단계는 1~5단계들이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운영,
유지관리되어 초연결 융합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트윈국토(지능형국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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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장애 요소
1)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장애요소 조사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되고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도출에 앞서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 문헌에서 논의된 디지털 트윈의 장애요인(barriers)을 살펴보면 상호운용성, 데이터
품질, 도입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음
∙ (Kirsten Lamb, 2019. 17) 비용, 상호운용성, 데이터 통합, 사이버 보안, 복잡성
및 이종에 대한 정밀도(precision), 데이터 품질, 실시간 동기화, 사용 능력과
교육,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가치의 성취, 변화관리
∙ (Deloitte. 2017. 17-31) 프라이버시와 법적규제, 보안(데이터보안, 시스템
보안), 문화적 요인, 상업적 요인(도입비용 등), 기술적 요인(데이터 표준 등)
∙ (Aidan et al. 2020. 5)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 IT 인프라의 수준, 데이터의
품질, 프라이버시와 보안, 데이터 신뢰성, 디지털 트윈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대, IoT를 통한 데이터 보안 및 신뢰성, 실시간 모니터링의
실현성, 표준화된 모델링의 부재
∙ (Alison et al.2021. 9-10) BIM,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분야 간의 의사소통
문제, 국가 인프라와 같이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인증, 상호운용성, 데이터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장애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43)
∙ (조사방법) 인터뷰(면담, 전화)
43) 인터뷰 상세 정보는 부록 참조

제3장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단계와 장애요소 ․ 59

∙ (조사시기) 2021.5.26.~2021.6.27.
∙ (조사대상) 선제적으로 디지털 트윈사업을 추진했거나,현재 진행 중인 개별
디지털 트윈 사업 담당자(기관) 또는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기획 담당자
∙ (주요내용) 디지털 트윈국토 기획 및 추진 상 장애요소, 디지털 트윈국토의 주요
가치 및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 등
□ 인터뷰 결과,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주요 가치는 실시간
동기화, 최적화, 시뮬레이션 활용에 있음
∙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최적화, 효율성 증대 등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실감형 시각화는 많은 사람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의
주요 특징임
□ 주요 장애 요소로는 디지털 트윈의 추상적 정의, 부처 간 경쟁(또는 협업체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인식 부족, 상호운용성 미비, 국내기술 및 인력 부족 등임
□ 가장 많이 제시된 장애 요소로는 거버넌스(협업/협력체계)에 관한 것인데, 부처 간 협력,
부서 간 협력, 분야 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나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부서간 협력) 지자체의 경우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는 부서 외 타 부서와의
데이터 협력이 절대적인데, 타 부서에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인식 및 가치에
대해 공유되지 못하고 업무 부과로만 여겨 매우 불편해하며 협조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제도 마련을 요구
∙ (부처 간 협력)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많은 협력이 필요하나
경쟁 구도임. 이에 순환책임제를 도입하고 핵심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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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간 협력) 디지털 라이브 국토사업을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공간정보 분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여 타 분야와의
협업이 절실함
-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구현에 IoT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나 공간정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IoT 분야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 데이터 구축 및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제시됨
∙ (데이터 구축)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BIM 데이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 경량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모든 객체에 대해 현실과 똑같은 실감형 데이터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때때로
추상적인 객체도 필요함.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처에 맞는 데이터 구현 레벨이
정의되어야 함

∙ (데이터 결합/연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관리자와 같이 디지털 트윈과 연계
활용해야 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들은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데이터 소유권 문제) 데이터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건축물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으며, 관리권은 누가 행사
하는지 불명확하고 이런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도
되는지,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가 어려움
∙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상호운용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가치임.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요 요소로 상호운용성 확보를 선정
∙ (표준화) 지자체의 경우 개별 부서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예: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나 표준화가 되지 않아 디지털 트윈과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3D 데이터 구축 업체는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표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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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남
∙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해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된 국가적 체계로 바라보는 한편,
단일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
□ 디지털 트윈의 주요 목적에 대해 지자체의 경우는 디지털 트윈의 주요 목적을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업무효율화에 집중하며 타 기관들은 목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의 경우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접근
하여 서비스 개발, 발굴에 많은 투자
∙ 자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자(기관)는 디지털 트윈의 도입 목적과
정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정의를 위한 시간 소요가 매우 많았음을 지적
□ 디지털 트윈국토는 개별 디지털 트윈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나 아직 연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함
∙ 시설수준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담당자는 연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없고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 역시 타 지자체 디지털 트윈과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그 외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3D 인력의 대부분이 게임회사로 유출되고 있어 공간
정보 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관련 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음. 게다가 인력의 역량
수준조차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고급인력의 확보가 시급
□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아직 찾아보기 힘드나 일부 운영하는 기관
에서는 운영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디지털 트윈 데이터의 보안, 시스템 보안 등 보안은 매우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간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싱가포르는 사업 발주 시 데이터보안체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요구하고
외산 플랫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국내 솔루션은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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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관계자 인터뷰 결과
구분

과기부 전략연구

(주요목적)
최적동기화 및
디지털 트윈의 중요 실시간 동기화
가치 및 목적
(주요특징) 높은
시각적 가독성

디지털라이브
국토 R&D
초연결
초융합

3D 데이터 구축
및 R&D

현실 모습의
-가상물리와 현실
가상공간 구현(모사) 데이터 연계
-기초연구 부족
-정의가 매우
혼란스러움

전 분야가 대상이고
범위임

공간정보기반의
연결-융합-활용

디지털 트윈국토
정부역할

재해/재난
시뮬레이션 등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현실의 영향에 대해 확대
어떤 측면에 문제가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수치로
제시하는 도구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용어 자체
통합(연합을
-부처간 다툼이 가장 위한)이 가장
해결해야 할 요소
어려운 부분
-상호운용성, 데이터 -활용처를 먼저
생각하고
통합, 사이버보안
시작해야 함
중요

-활용처에 맞는
-정의 혼란
데이터 레벨 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디지털 트윈을
-BIM 데이터의
만들어야 하는데
경량화문제(시간/
기초연구가 부족함
비용소요)
-외산 툴의 도입
-지하정보 가시화를 만으로도 만족되지
위한 전세계
않아 자체 개발
표준없음(현재
필요
입체격자 표준화
추진중이나
중국추격)
-3D 가능인력의
유출(게임회사)
-기술인력 수준 하향

협업/협력
상호운용성
실시간동기화

상호운용성
실시간동기화
보안

보안, 상호운용성,
데이터 통합, 품질

-컨트롤 타워필요
-핵심실무협의체
추진 필요
-부처간 협엄체계
필요(순환책임제)

국내 기술개발지원
공간정보만이
아닌 타분야와의 인력양성
협업체계 마련

디지털 트윈 추진상
문제점

가치구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원칙

지자체
(00시/00시)

-전력산업 기존의
8개 서비스 발굴
예측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새로운
예측방식의 도입
필요
-전력계통운영
-에너지소스변환
-3D형상정보+공정
정보(센서)

디지털 트윈의
대상과 범위

동기화 단계에서
최적화(예측모델)로
진행될 것.
디지털 트윈 미래상 연합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개별 DT
(전력)

-부서협력 및 공감
얻기(설득) 어려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부서의
협력/설득 어려움
-표준화가 안되어
시스템간 연계접점
찾기 어려움
-데이터 소유권,
관리권 문제
-유지운영 비용부담
-자체 로드맵 없이
진행중
-실시간성의
확보(건축행정시스
템과의 연계) 노력
-국가표준이 없어
자체 표준 마련

타 분야와의 연계는 -지속가능하게 할
전혀 고려대상이
가이드 필요(법제도
아님(다만
지침)
안전분야에서
-중앙부처 사업 간
논의가능)
구분필요
(예:K-Geoplatform)

자료 :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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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주요 요소
□ ‘디지털 트윈국토’ 개념에 대한 합의 필요
∙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기초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에 매우 어려움
-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정부 모두 디지털 트윈 도입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로 추상적인 정의로 인한 사업 시작의 어려움을 토로함
- 국가디지털트윈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매년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정의를 정의하고 연구수행44)
-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기간에 걸쳐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위해 투자함

∙ 인터뷰 결과‘디지털 트윈국토’라는 명칭은 특정 부처만의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음
∙‘디지털 트윈국토’의 개념에 대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된
정의가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추진
∙ 디지털 트윈(국토)의 기획과정에서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여 그 목적이 명확해
지지 않음
- 예를 들어 디지털라이브국토 R&D 기획과정에서 활용처를 먼저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후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활용도도 낮아지게 하고 수요
발굴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44) 영국 CDBB의 DFWG인 techUK는 기존 CDBB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트윈에 대해 “현실세계에
있는 기능적 산출물을 가진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객체의 상태와 행동에 대한 연결된 가상의 재현(a relevant,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 state and behavior of something physical or non-physical with a
functional output in the real-world)”로 새롭게 정의(techUK.202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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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활용처에 따라 구축의 목적과 구현할 상세 스펙(정밀도, 추상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음
- 한 예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 구축 레벨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나 한번에 다 해결하려 함

∙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우선 필요
□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 기관, 부처 등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구축하는 단일
트윈이 아니며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디지털 트윈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그러나 부처 간 경쟁(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하나의 전략이 아닌
개별적 디지털트윈 생태계 전략이 마련되고 있음. 부처 간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공통의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트윈 부서 외 타 부서에서의 협력을 얻어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요소라고 토로하고 있으며, 지자체 디지털 트윈사업의 경우에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향후 운영비용 분담 등에 대한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각 부서가 참여하여 공통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국토 및 그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공통의 로드맵, 실제 작동하는 협력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데이터 연계와 통합 고려
∙ 인터뷰 결과, 연합된 디지털 트윈에 있어 데이터 통합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기반(공간정보)데이터는 통합이 어렵고 활용도 어려운 상황임. 인터뷰 결과
심지어 새로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음
∙ 공간정보기반의 데이터 통합은 호주의 디지털트윈 추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가치이며 다양한 타입과 소스들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하여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고급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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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역시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상중에 있으며, 공간
정보가 데이터 연계와 통합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함
그림 3-3 |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이 가능

자료: ANZLIC. 2019. 7.

□ 데이터의 소유권, 품질 등 관리와 책임 설정 필요
∙ 건물 디지털 트윈, 도로 디지털 트윈 등 개별 디지털 트윈에 대한 데이터의
생산과 갱신에 있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아울러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공유는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 구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함
∙ 세움터 데이터와 같이 연계 활용해야 할 데이터의 제공(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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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체계 마련
∙ 서로 다른 기기,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들을 연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 디지털 트윈 추진 장애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와 인터뷰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주요 요소는 상호운용성의 확보임
- 호주의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생태계, buildingSMART의 생태계에서도 상호
운용성(합의된 규칙, 프로토콜, 표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

∙ 특히 국가적 아젠다를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경우 서로 다른 개별적 트윈들의
연계를 통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상호운용성의 확보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절실함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표준을 활용한 표준의 제정, 그리고
표준제정에 이어 참조와 구축에 이르는 로드맵 설정, 표준을 적용하고 검증할
테스트베드 구축, 표준을 공유할 레지스트리 체계 마련 등 표준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술 및 인력부족 극복 필요
∙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 업체의 역량이 높지 않으며 외산 제품(하드
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터뷰 결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주로 외산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외산 기술에 종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함
- 과거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에 외산 기술이 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며, Virtual Singapore 의 경우에도 기술공급자의 독점적 위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외산 기술의 국내 지배도를 낮추며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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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디지털 트윈의 국내 기술수준

자료: 정득영 외. 2021. 19

∙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며, 시각화기술, 분석기술, AI기술, 보안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도록 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디지털 트윈국토의 사용자(시설관리자, 정책의사
결정자, 시민 등)들의 디지털 트윈 활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
□ 필수적인 보안성의 확보
∙ 선행연구 및 영국의 쌍둥이 원칙, 호주의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원칙 등에서는
보안,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논의함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의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위해서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권한별 접근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반 요소임
∙ 그러나 국내에는 보안에 대해서는 주로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타 요소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지 않음
∙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해서는 각 인프라 시설 트윈에 대한 보안 정책, 권한별
접근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술적인 보완책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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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원칙

1. 초연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역할
□ 디지털 트윈국토는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의 초연결 융합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
∙ 디지털 트윈국토는 사람, 사물, 자산, 인문과 자연 환경을 디지털로 복제한
단위시스템의 연합 생태계를 이루며, 각 디지털 트윈은 초연결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토의 조화로운 디지털 조합 또는 연결되어 가는 유기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디지털 트윈국토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실감의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
∙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해 국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국토 시스템의 최적화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스마트한
국토관리, 미래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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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지능사회를 향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역할

자료 : 저자 작성

72

2.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과 가치구현을 위한 원칙
제2장 및 제3장에서 논의된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 생태계 및 발전단계, 추진 장애요소들을
종합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 및 가치구현을 위한 원칙을 도출

자료: 저자 작성

1) 추진 방향성 도출
□ (목적: 공익추구) 디지털 트윈국토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구현 즉, 지속
가능한 지능정보사회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연합: 표준호환)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국토와 초연결된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 현행화 및 동기화되어 플랫폼에 데이터가
연계 및 연합될 수 있도록 추진
□ (효율: 경제가치) 디지털 트윈국토는 데이터의 생산, 공유, 활용을 통해 그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여 각 분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비용과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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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는 3대 추진 방향을 기초로 공익을 추구하되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표준화된
정확한 데이터가 연합 및 유통되도록 추진

2)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 목적, 효율, 연합이라는 3대 방향성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원칙<그림 4-2>을 제안함
① 목적설정 : 디지털 트윈국토와 개별 디지털 트윈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 제공하도록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② 동기화 : 디지털 트윈 국토는 현실 세계의 변화를 디지털화된 가상 객체에 가능한
수시로 현행화하여 동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연합 : 디지털 트윈국토는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하고 연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④ 상호운용 : 개별 디지털 트윈 간 상호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데이터 품질 : 디지털 트윈국토의 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데이터 통합: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객체와 가상객체와의 데이터 통합, 디지털 트윈
간의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최적화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⑦ 개방/공유 : 데이터의 소유권, 책임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장벽 없이 최대한 공동으로(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보안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권한의 설정 및 준수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⑨ 기술/인력 :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⑩ 거버넌스 : 디지털 트윈국토에 연계되는 각 기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협력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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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원칙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적(Why), 목표(Goal), 방법(How) 측면에서 개념과
가치, 미래상과 생태계, 장애요소 등을 고려하여 도출됨
∙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적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트윈국토는 개별 디지털 트윈의
연합체계로 현실과 가상의 동기화와 의사결정의 지능화를 통해 비용감소,
의사결정 효율성 향상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주로 공공 아젠다에 활용 예상
- 디지털 트윈국토는 공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의사결정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활용되어야 함

∙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표 측면에서 동기화, 연합, 상호운용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국토와 가상이 연결되고 동기화되어야 하며 지능화(최적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 아울러 디지털 트윈국토는 개별 디지털 트윈이 연계되고 연합되고 상호운용될 수
있는 생태계로 구축되어야 함

∙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품질과
통합, 개방과 공유, 보안, 기술인력확보,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등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국토는 보안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공유, 활용이
기반 되어야 함
- 데이터 및 시스템의 양방향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책임설정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함
- 디지털 트윈의 효율(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과 인력 확보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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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10대 원칙

자료 : 저자 작성

□ 이 원칙은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 및 진화와 함께 발전하고 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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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원칙 활용 방안
□ 디지털 트윈국토는 매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며 추진
□ 디지털 트윈국토 원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유연적으로 활용 가능
□ 제7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의 혁신적 리더십 추구
∙ 제7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2023~)의 기조를 디지털 트윈국토로 설정하고
혁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가능
□ 현실국토와 디지털국토의 공존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부처 합동(연합) 로드맵 마련에 활용
∙ 디지털 트윈국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 디지털 트윈 추진 주체들의 공유과 합의를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공동의 장
(예: CDBB의 DT-Hub, 밀턴킨즈 Data-Hub) 마련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제정과 운영을 위한 표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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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결론
∙ 디지털 트윈은 현실객체에 대한 디지털 재현(복제본)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동기화되고 동기화된 데이터를 통해 운영 및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이루는 기술임
∙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를 구성하는 자연 및 인문적인 요소에 대해 구축된 개별
디지털트윈들이 연합된 체계로 “국토의 인문 및 자연환경에 대한 자산, 활동,
과정(프로세스), 시스템(서비스 포함)들이 초연결된 플랫폼에 재현되고 현실과
동기화되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지능화된 디지털 생태계”로 정의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해 인프라 운영 등의 비용감소, 효율적 의사결정,이로
인한 공익의 증가, 국가생산성 향상, 더 나은 위험관리,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자원의 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는 데이터의 공유와 흐름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생태계이며 데이터 생산자(개별 디지털 트윈), 데이터 통합자(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 트윈의 연계자),데이터 활용자(의사결정자)로 구성됨
∙ 디지털 트윈국토는 개별 디지털 트윈의 구현(현실객체 복제-현실과 가상연결
-데이터 통합 및 최적화-양방향 통합 및 상호작용)과 함께 각 개별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고 최적화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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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국토를 추진 함에 있어 불분명한 개념 정의와 목적설정, 협력적
거버넌스 부재, 데이터 소유권 및 품질에 대한 제도 부재,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인식 부족, 상호운용성 미확보,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전문인력, 보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장애 요소로 나타남
∙ 디지털 트윈국토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실감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자 체계이며 이를 위해 목적, 연합, 효율을 추구해야 함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목적, 동기화, 연합, 상호운용,데이터
품질, 데이터 통합, 개방, 보안, 기술/인력, 거버넌스 등 10대 원칙 준수가
필요함
□ 정책제언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및 다양한 민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성
∙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개념과 목적에 합의하고 범부처
로드맵 및 추진전략 마련
∙ 지속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구성기관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의가 매우 난해한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해 의미론적인 정의 관점,
생태계 관점, 발전단계 관점 등에서 다양하게 고찰하고 그 개념을 정립하였음
∙ 디지털 트윈국토는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칙에 대해 제시하여 향후 정책 로드맵 수립과
협업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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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 연구수행 기간의 한계 등으로 국가디지털트윈에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와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한
호주 사례만을 분석하여 싱가포르, 핀란드 같은 타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
하였음
∙ 가능한 최대로 다양하게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인터뷰 협조에 어려움이
있어 BIM 관계자, 분석모델 개발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3) 향후 과제
□ 디지털 트윈국토의 상세 추진전략 마련 연구
∙ 디지털 트윈국토의 목적을 설정
∙ 디지털 트윈국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 로드맵 실행을 위한 상세 추진전략 마련 필요
□ 디지털 트윈국토에서 필요한 공통의 기반 데이터에 대한 정의 연구 필요
∙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에 있어 트윈 객체의 시각화와 각 트윈 간
연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
∙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정의와 기반데이터 스펙 설정
필요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체계,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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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value and Principles of Digital Twins Ecosystem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in Korea

Key words: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Digital Twin Ecosystem, Principles
for National Digital Twin in Korea

A digital twin is a digital representation(replica) of a real object, in which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re synchronized, and it is a technology
that realizes optimization of operations and decision-making using synchronized
data.
The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which is a digital twin
for nation and cities, has the greatest feature of synchronization and intelligence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digital worl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concept and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the digital twins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as a national digital twin,
and presents the principles for realizing the value of the digital twins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ecosystem, development stage, and
obstacles of the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Through the digital twins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benefits such
as reduced infrastructure operation cost, efficient decision-ma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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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 increase in public interest, improved national productivity,
improved risk management, new market value creation, and increased resource
efficiency can be expected.
The digital twins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are a representative
technology and system that more realistically realize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hyper-connection, hyper-convergence, super-intelligence, and surreal
sense. It is a data ecosystem in which development digital twins are linked.
For this purpose, we claim that purpose, federation and efficiency must be
pursued. In this study, ten principles such as purpose, synchronization, coalition,
technology/people, data integration, governance, interoperability, data quality,
openness, and security are proposed to create a digital twin ecosystem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the vision of a “super-connected convergence
platform for a sustainabl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ree directions of
purpose, efficiency, and federation, also ten principles for promoting a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Second, based on
the principle, it is proposed to form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working
groups from each department, department, and field participate to promote
the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Third, it is proposed to
proceed with the agreement of principles through the consultative body,
establishment of a roadmap considering the stages and principles of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a
digital twin for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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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상세 인터뷰 결과
1. 과기부 R&D 기획 담당
￮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
- “최적동기화”, “실시간 동기화”
- 트윈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독성(시각적)” : 합의에 이르는 효율을 높임
￮ 디지털 트윈의 대상, 범위
- 실제 전 분야가 대상이고 범위임
￮ 디지털트윈(국토)의 미래상(발전단계 5단계)의 모습
- 동기화 --> (예측모델) 최적화
- 연합 디지털트윈은 데이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과기부에서 360억 과제 준비중
￮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추진, 구현/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
- 디지털 트윈국토 용어 : 국토부 색깔이 너무 강함(정의를 국가디지털트윈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용어자체의 느낌이 국토부 이미지라 모두들 그렇게 받아들일 것)
- 상호운용성, 데이터 통합, 사이버보안, 실시간 동기화, 보안이 특히 중요요소
- 과기부 중장기로드맵 수립중(7월 말 발표예정)
- 부처간 다툼이 가장 해결해야할 요소
- 국내 기술개발 중요(우수기업과의 협업이 중요)
- “협업/협력” 중요 : 상호운용성, 국가표준
- 영국이 NDT 추진시 싱가포르 검토 후 상호운용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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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국토에 있어 정부(국토부 또는 타부처)의 역할
- 컨트롤타워 필요
- 핵심 실무협의체 추진 필요
- 부처간 협업체계(순환책임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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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R&D 기획 담당
￮ 디지털트윈(국토)의 미래상(발전단계 5단계)의 모습
- 디지털 라이브국토 추진 시 데이터 생산 – 연계(IoT) - 통합 – 활용 관점에서
논의되었음
- IoT 분야는 사실상 공간정보에서의 역할이 많지 않음
- 데이터 통합(연합을 위한)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부분

￮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추진, 구현/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
- 제시된 요소 모두 중요하나 상호운용성, 표준이 특히 중요 요소
- 현재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표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음. 현재의 데이터로는
연계가 매우 어려워 새로 구축하는 데이터부터라도 표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 기획할 때 사용자(활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명확해 지는데 디지털 트윈은
트윈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 명확해지지 않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트윈과 일반인을 위한 디지털트윈은 목적, 방법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놓고 일반인은 필요 없는 것을 기획했다고 함

￮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상호운용성, 실시간동기화, 보안

￮ 디지털 트윈국토에 있어 정부(국토부 또는 타부처)의 역할
- 공간정보 뿐 아닌 협업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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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연구원 발전소 디지털트윈 담당자
￮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
- 디지털 트윈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
- 목적에 부합해야 하나 기초연구가 되어 있지 않음
- 활용 입장에서는 틀이 만들어진 패키지, 툴 도입을 원함
- 정의부터 매우 혼란스러움

￮ 디지털 트윈의 대상, 범위 및 활용
- 발전소 1개 단위로 3D CAD 데이터에 부가정보를 추가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함
- “전력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있으며 전력계통 운영과 에너지 소스의 변환으로
기존의 예측방식을 유지하지 못함
-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현실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디지털 트윈
활용. 어떤 측면에 문제가 있고 Benefit이 있는지 수치로 제시하는 도구(tool)이
필요함
- 3D 형상정보와 공정정보(센서)를 통해 가상물리를 구현하고 물리적 현상도 구현함
(multi physics)
- 발전소는 보안시설로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트윈 연합단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다만 안전연구파트에서 DT의 연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디지털트윈 구현/운영에 있어 문제점들
- 정책에 따른 대책 수립이 기관의 목적이며 구체적인 수치적 결과가 중요함
(예: 용량 증설, 환경규제에 따라 환경설비 개선 투자 시뮬레이션 필요)
- 트윈빌더를 도입하여 가상물리와 현실 데이터를 연계하고 일부는 자체 개발을
통해 interactive simulation을 수행함
- 정확하게 필요한 플랫폼, 도구는 없으며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주요 활용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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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공동구 3D 데이터 구축 담당자
￮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
-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것으로 모사에 집중함

￮ 디지털 트윈의 대상, 범위
- 3D 사업은 데이터구축 사업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수요처에 따라 input이 맞춰져야 함
- 현재 수요가 생기는 중
- 수요처에 대한 연구, 활용도의 구분이 필요함
- 정확도가 중요한 사업도 있으나 정확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활용처도 있어
활용도에 맞는 데이터 구축이 절실

￮ 3차원 지하공동구 데이터
- 데이터 구축에 있어 표준이 존재(BIM IndoorGML등)하나 지하공동구 안전관리의
경우 데이터가 상세할 필요가 없음
- 재해/재난 시뮬레이션의 경우, 연구분야에서는 매우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나
사용자(지자체 등) 측면이나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활용별 LOD 수준의 정의가 중요함
- 상세 데이터를 구축한 경우 정확도를 낮추고 경량화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함
(예: BIM 라이브러리에 따라 구축된 소화기는 너무 상세하고 무거움. 시뮬레이션
에는 도형과 위치정보만 있어도 충분)
- BIM 데이터를 가공하는 표준화가 진행중에 있음
- 3차원 큐빅(입체격자)을 활용하여 지상과 지하공간 표현하고 있음

￮ 주요 사용자 및 내용
- 주 사용자는 지자체, 관리공단, 시설물센터, 관제센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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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큰 규모의 공동구(서울 및 신도시 일부)는 센터에서 관리하며 민간사업자는
KT는 공동구를 KT 중앙에서 관리
- 재해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대처방안에 대한 분석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외부시설물
(소방/경찰)과 연계하고 있음
- (주요내용) CCTV 영상분석을 통해 변화를 탐지하고, 레일로봇(카메라, 라이다,
센서(온도/습도/모션))이 탐지 및 분석
- 아직은 오탐이 많아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함(보조수단으로 활용)

￮ 현재 추진 R&D
- 국토부(3D 데이터 구축), 행자부(재해시나리오), 과기부(통합플랫폼), 산자부
(로봇, 센서) 협업체계로 진행 중

￮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운영에 있어 문제점들
- 지하에 대한 가시화방법에 대한 전세계 표준이 없음
- 현재 입체 격자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중이나 중국에서 추격(베끼기)
- 국가 R&D에 응용기술 개발도 좋지만 엔진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도 필요함
- 활용처에 맞는 데이터 레벨 정의 필요
- 현재 대부분 3D 인력은 게임회사로 몰려 인력편중이 심함. 3D 품셈 재고 등을 통해
우리 분야에 인력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함. 이 문제는 구축 비용 문제와도 직결됨
- 기술인력의 수준도 하향화 추세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

￮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보안, 상호운용성, 데이터 통합, 품질(활용도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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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디지털트윈 사업 담당자(전주시)
￮ 디지털 트윈 추진 배경, 목적
- 스마트시티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사업을 시작함
-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책의사결정 활용에 있음

￮ 디지털 트윈의 대상, 범위
- 데이터 구축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사업으로 일부를 구축하였고
올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구축할 예정
- 현재 8개 서비스를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 예정

￮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
-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예: 관광 컨텐츠 개발) 예정

￮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추진, 구현/운영에 있어 어려웠던 점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부서 이외 부서의 협력 및 공감을 얻기 매우 어려움. 다른
부서의 경우, 디지털 트윈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업무 과중으로만 생각하여
데이터 연계 등이 매우 어려움
-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간 연계의
접점을 찾기 어려움
- (데이터 권한 문제) 속성데이터 공유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필요. 예를 들어
건물행정시스템 데이터 중 건물에 대한 속성데이터를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 관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가 불분명
- 이미 구현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공무원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음
(기술적, 내용적으로 활용이 어려움)
- (특정 플랫폼 종속 우려) 자칫 지자체 고유 업무를 위한 디지털 트윈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어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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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구축과 활용에 대한 자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 수립은 없으며 현재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운영비용) 매년 운영비로 3.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디지털 트윈국토에 있어 정부(국토부 또는 타부처)의 역할
- 디지털 트윈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할 가이드(법제도, 지침)를 중앙부처에서
제시하여야 함 (예: 스마트시티 운영전담기관 위탁고시)
- 실무부서(건축행정 등)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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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디지털트윈 사업 담당자(서울시)
￮ 디지털 트윈 추진 배경, 목적
-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제고임

￮ 디지털 트윈의 대상, 범위
- 데이터 구축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축을 완료

￮ 디지털 트윈(국토)의 미래상
- 대시민 서비스의 확대

￮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추진, 구현/운영에 있어 어려웠던 점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부서 이외 부서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음
- 3D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 부서 홍보가 필요하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움
- 국가 표준이 미비하여 객체 ID 부여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
- 센서기반의 관리는 계획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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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솔루션 사업자
￮ 현재 BIM 솔루션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음
- 오토데스크, 벤틀리 솔루션 위주

￮ 보안관련
- 싱가포르 하수처리장 사업 입찰 준비과정(삼성물산)에 요구조건으로 “보안”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았음
- 보안등급을 만족하는 협업(데이터 공유)을 통한 시스템 활용 제안 필요
- 솔루션내 보안 요구도 높았음
- 벤틀리에서는 협업을 위해 CDE(connected data Environment)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클라우드 방식 또는 자체서버 방식별 보안등급과 데이터 공유를 지원
- 벤틀리 CDE는 ISO 19650(BIM 표준) BIM 레벨2와 레벨3의 자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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