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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로 정의

¡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 공간, 사람 등 구성요소의 디지털
정보화 및 객체화하는 디지털 가상화 기술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가 정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요소(행동, 프로세스, 예측)에 대해 실시간
상호 반영하기 위한 기술로 구성
¡ (성숙도 및 평가지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들을 분류하여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른 디지털
트윈의 발전 단계를 성숙도 모델로서 정의하고, 구축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성숙도 평가를
위한 도메인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연합 및 협업) 개별적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상호연합 및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구성하거나 물리대상의 상호운영을 통한 최적화 기술로 구성

출처: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 2021.5, IITP(원본이미지 일부 수정)

< 디지털 트윈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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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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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산업,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대응과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핵심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을 통한 발전 단계 제시와 수준진단을 위한 평가지표 표준개발
· ITU-T, ISO 및 JTC 1에서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요구사항, 구조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 모델 개발

∼ 2024년

·
·
·
·
·
·

현실세계 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 연결을 통한 현실/가상세계의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생애주기 간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쓰레드 기술 표준개발
디지털 쓰레드를 이용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협업을 위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간 연합․협업 및 요구사항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간 연합․협업을 위한 객체 식별체계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연합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연동 참조모델 표준개발

∼ 2026년

·
·
·
·

디지털 트윈 수준진단을 위한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적용 분야별 수준진단을 위한 평가지표 표준 개발
현실세계 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 연결을 통한 현실/가상세계의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관리 프로토콜 표준개발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협업을 위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 역할 모델 및 데이터 모델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객체 다중 역할 관리 참조구조 표준개발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디지털 트윈 연계 및 통합운영을 위한 표준화로 상호운용성 보장 및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하고
기술 선도입지 확보
· 차세대공략의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트윈 세부표준화항목의 특성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기반 확보
· 한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최초의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ISO 23247)을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ISO, ITU-T 등을 통해 지속적 국제표준화 선도 추진
·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정보 서비스가 현실과 가상 사이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기반 요소로 기능할 수 있어 차세대 서비스의 기술과 표준 기반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핵심 기반 주요 세부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선제 표준화를 통하여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활성화를 유도하고 확장성 높은 생태계 구축
· 제조, 에너지, 환경, 농업, 헬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표준을 제공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에 표준기반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부여하고 높은 호환성 제공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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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 기반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자연재해․시설안전․생활안전과 같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솔루션을 확산시키고,
고도로 복잡해지는 복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 예측 대응체계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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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대상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 사물, 공간 등 구성요소의
디지털 정보화 및 객체화하는 디지털 가상화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가 정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요소(행동, 프로세스, 예측)에 대해 실시간
상호 반영하기 위한 기술,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들을 분류하여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른 디지털
트윈의 발전 단계를 성숙도 모델로서 정의하고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성숙도
평가를 위한 도메인별 세부 평가지표 기술, 개별적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상호연합 및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구성하거나 물리대상의 상호운영을 통한 최적화 기술 중심으로
구분
< 디지털 트윈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디지털 트윈의 물리 객체와 가상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
JTC1 SC41
-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정의

②

O

물리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객체
센서/액추에이터 정보 수집 인터페이스 표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물리객체-가상객체
JTC1
간 상태 동기화 기술
동기화를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SC41,
동기화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IEEE 2888
및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디지털
구조 및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
쓰레드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

⑤

O

물리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의 상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한 응용서비스 기반 데이터 모델 정의
간 상태 동기화 데이터
JTC1 SC41
- 상태 동기화를 위한 응용서비스 기반 데이터
모델 표준
모델 정의

④

X

디지털 트윈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에 연계되는
도메인의 객체들과의 상태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JTC1 SC41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 디지털 쓰레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정의

⑤

O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성숙도를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방안의 수립을 지원하는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의 기술 성숙도 모델 정의

⑥

O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성숙도
및
평가지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ITU-T
S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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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성숙도를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방안의 수립을 지원하는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의 기술 성숙도 모델에 따른 기술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정의

ITU-T
SG20

⑥

X

복합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연합 및 협업과 이를 통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요구사항 표준 기술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의 배경 및 필요성,
개요 및 절차 정의
요구사항 표준
-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동 요구사항
정의

ITU-T
SG20

②

O

복합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연합 및 협업과 이를 통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및 데이터 모델
-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및
연동 유스케이스

ITU-T
SG20

③

O

③

O

③

X

표준화 항목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기반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연합
및
협업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식별
JTC1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정의 및 분류체계
SC41,
디지털 트윈 연합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식별체계 및
ITU-T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식별자 해석(Resolution)
SG20, ISO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식별체계 할당 등 TC184 SC4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관리
디지털 트윈 객체가 목적에 따라 수행 역할을 부여받아
다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역할
도메인에서 적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관리 기술

JTC1
SC41,
디지털 트윈 다중역할
-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 역할 모델 및 데이터
ITU-T
관리 표준
모델
SG20, ISO
-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역할과 역할 도메인 TC184 SC4
간 연계(페어링)
- 디지털 트윈 객체 다중역할 관리 참조구조

<표준화 특성>

① : 개념, 정의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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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디지털 트윈 분과에서는 ITU-T, ISO, IEC, ISO/IEC JTC 1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트윈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동기화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현실 세계의
물건이나, 기능, 상태, 매개변수 등을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 객체와 일치시키는 것이 디지털 트윈
동기화이고, 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따르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을 통해 기능 목표를 구성할 수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물리객체의 형태나 상태의 변경을 디지털 트윈의
가상 객체에 똑같이 반영하기 위해 동기화 기술이 필수적이나,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정의되지 않는 실정임.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은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음. 디지털 트윈과 물리객체 간의 동기화 기술에 대한 요구시항 및 기본 인터페이스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수준까지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의 대상이 되는 물리 객체는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 공급, 사용 및 폐기까지의 생애주기를 갖게 되며,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도 생애주기를 갖고서
지속적인 상태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함.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디지털 트윈 활용 분야, 대상 객체 종류,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프레임워크 형태의 표준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정보 교환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 및 협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개요 및 절차를 정의하고, 연합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동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을 위한 중앙집중형 및 메쉬형 인터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분산연동형 및 분산·집중 혼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및 연동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서로 동기화되는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포함한다.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의 관리를 위하여
각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디지털 트윈간
공통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개발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2(2021년)에서 디지털 트윈 분과가 신규 생성됨.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기초 기술표준과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의 융합서비스 제공하는 연동표준 제공을 위하여 중분류를
설정하고 관련 기술을 세부 중점표준화 항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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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성숙도 및
평가지표

연합
및 협업

Ver.2021

Ver.2022

-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 기술간 연계도

- (다중 응용 도메인 간의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응용 도메인 간 발생하는 복합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간 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간 연합은 복합적 원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다중
응용 도메인 상에서의 통합 환경 시뮬레이션 및 예지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상이한 이해관계자
간의 다면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산업 도메인 간 발생하는 연관관계나 상호 간 작용 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며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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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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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2021)
· 디지털 트윈 핵심요소별 기술분류를 통하여 향후 5년간 현실-디지털 세계 사이의 시 공간
정보 오차 경감, 실시간 동기화에 대한 관련 기술, 이종 도메인 간 연합적 협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트윈 후보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021.9)
· 국가 사회 시스템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과
선도기술확보 등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전 산업,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대응과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과 제품화,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와 수요산업 확대, 국민
체감 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2020.6)
·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
·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반(14개 관계부처 및 14개의
유관기관)을 구성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며, 디지털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현황 검토, 정책 수립 및 집행
· 2025년까지 3차원 지도,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
총 1.8조 지원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2021.1)
- 국토부는 지형지물을 디지털 트윈의 대상물로 보고 디지털 트윈 국토(건물, 도로 등)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표준을 개발(～'25년 21종)
- 과기정통부,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2018.4)
· 과기정통부와 17개 지방자체단체는 2018년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승객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협약 발표
- 과기정통부, IoT를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 발표(2018.3)
· 과기정통부는 고용량 IoT로 주로 고속 와이파이가 사용하고 있는 5㎓ 대역에서 일부 대역의
출력 한도를 상향
· 저용량 IoT를 위한 1㎓ 이하 대역에 추가 주파수 할당

미국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을 제시(2020)
· 디지털 트윈은 미래공장의 핵심요소이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함께 미국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기술로 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제어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트윈 5대 전략목표를 추진(2018)
· 미 연방정부 주도, ‘스마트 제조 리더쉽 연합체(SMLC: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nsortium’ 발족
· 미 DoE(Department of Energy)는 원자력 발전 관련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는 9개의
프로젝트에 2천 7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일본

- 디지털 청을 설립하고, 약 8,000억엔 투입하여 디지털 혁신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 추진(2020)
- 디지털 트윈 컴퓨팅(Digital Twin Computing)’ 이니셔티브(2019.6)
·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는 이노베이티브 옵티컬 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IOWN)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컴퓨팅(DTC) 이니셔티브 발족
· 기존 디지털 관찰이나 물리적 개체 관리 중심의 디지털 트윈의 범위를 사물에서 인간으로
넓히고 사이버상에서 인간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19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구분

주요 현황

유럽

- EU는 H2020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통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탐색기반과
수치적 기상예측모델 마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 Earth System Modeling/Digital Earth 프로젝트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탐색기반과
수치적 기상예측모델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H2020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가 참여
· 이외에도, 도시의 3D imaging, Water, Drought monitoring Monitor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
- 독일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strategy 2025)를 통해 CPS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 제조 장비 시장
주도권 확대 추진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여러 기업(지멘스, 보쉬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에 알맞은 디지털
트윈 구현 및 AI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구축(2019)
- 영국은 techUK Digital Twins Working Group을 창설하고 CDBB 및 NDTP*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식을 모으고, 영국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확산과 연구를 진행
· 국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CDBB(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 內 DFTG(Digital
Framework Task Group) 발족(2018.7)
· NDTP(National Digital Twin Program)은 국가 디지털 트윈 원칙(Gemini Principles) 마련,
단계별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DT Hub) 운영

중국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CAICT)이 디지털 트윈시티의 발전 트렌드와
핵심역량을 고찰한 「중국 디지털 트윈시티 백서」발간(2020.1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전환을 촉진하는 계획 발표
·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SOC 디지털화 Part.2 _ 디지털 트윈 195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79.3%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서울소방본부는 화재재난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축
- 실내 소방시설을 객체화하여 가상현실을 이용한 소방관들의 진입 및 훈련 시뮬레이션에 활용
¡ 건설기술연구원은 BIM/GIS 기반 디지털 공간 구축, 실내 설비 또는 소방시설 개체를 구축
- 화재 시 SOP 기반 대응 기술을 개발
¡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입체 격자 체계 기술을 개발 중
- 정보영역(데이터 생성, 저장, 변화, 갱신), 핵심 영역(분석 및 가시화), 서비스영역(데이터 검색 및
서비스 관리)의 요소기술로 구성
¡ ETRI는 “수요처 맞춤형 실감형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기술”을 개발
- 정밀 3D 공간정보의 지속 가능한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통해 입체적 디지털
트윈의 기반 기술을 확보
¡ KT는 교량 내 자체 디지털 트윈 기술인 ‘기가트윈(GiGAtwin)’ 개발
-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제된 교량 및 시설물에 대해 센서와 IoT 기술을 적용하여, 교량의 하중
저항력(내하력)을 예측함으로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정부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국내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중
- 새만금개발청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시 수변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계획을 갖고 있음. 수변도시 조성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에 매립 단계, 토목공사 단계, 건설·운영 단계 등 단계별 맞춤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계획.
- KT
· 2019년 12월 KT의 디지털 트윈인 AI 기가트윈 개발,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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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건설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공정 최적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현
- LG CNS
· 도시 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ityhub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Factova를 구축, 타 시스템과 연동 시 디지털 트원 구현 지원이 가능
- GS 칼텍스
· 여수공장 생산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2030년
목표로 구축 중
- LG 유플러스
· 2019년 10월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 및 무인 경작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제공
- ETRI
· 디지털 트윈 관련 4건의 표준을 국제 표준화 진행 중이며, 3건의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음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리객체 혹은 센서로부터 변화를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물리 객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에 표현하는 동기화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지 확인이 필요함
- ETRI
· 도시 내 사람, 사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시적(全時視的)관점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 현상을 표현·설명하는 도시 지능화(Dr.IC)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도시 내의 사물과 디지털 트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기화 기술의 사용
가능성이 있음
- GS칼텍스
· 여수공장 생산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이며,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시설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동기화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LGU+
·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 및 무인 경작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5G 기술은 센서 정보 수집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동기화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삼성 SDS
· AI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 플랫폼인 ‘Newplant’출시, 플랜트/제조/물류, Facility의 모든
자원을 IT 기술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자율 제어하며 3D/AR/VR 기반 시각화를 통해
디지털 솔루션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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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ityhub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Factova 구축, 타 시스템과 연동 시 디지털 트윈 구현 지원 가능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의 상태 모니터링과 제어에 대한
기술과 표준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구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생애주기까지 일관적
정보 동기화를 지원하는 개발 기술은 아직 없음
- IoT 플랫폼은 관리 및 제어 대상 물리 객체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 처리 로직에
맞춰 가공된 결과에 따라 물리 객체와 상호 작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표준은 국내 다양한 구현 사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IoT 플랫폼의 데이터 동기화 기술은 디지털 트윈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디지털
트윈이 규격 기반의 정형화 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IoT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트윈에서도 활용 가능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디지털 트윈 응용 도메인별로 개별적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연합․협업을 고려하지 않음.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021.9)]
및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2021)]에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숙도 표준기반의 기술개발과 도메인별 평가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성숙도 및 평가지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한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표준화 현황에서 설명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을 위한 기능 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협업 객체들의 다중 역할(멀티 페르소나)
관리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의 개요 및 절차, 배경 및 필요성, 이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개발 중
- KETI
·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기술(XR)을 포항과학산업연구원(RIST) 내에 위치한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소재 파일럿 공장에 적용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유니티코리아와 함께 선박 건조 작업 과정에서 설계 작업을 효율화하고 야드
현황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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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 물류센터 대상으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Unity의 물리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장 상황을 3D 화면으로 실물을 보듯 점검 가능하고, 상황실에서는 시뮬레이터 상에
표시된 위치만 보고도 어떤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 포스코건설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여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공정 최적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현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연동 기능 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기능 관계 모델, 중앙집중형 및 메쉬형
토폴로지, 연동을 위한 분산 연동형 및 혼합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두산중공업
· 풍력발전 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사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차세대 풍력 터빈의 설계를 개선 중
- 삼성SDS
· 다쏘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삼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쏘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품수명관리 솔루션, 모델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등의 솔루션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네이버랩스
· 대규모 도시 단위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 ‘어라이크(ALIKE)’는
항공 사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도시 3D 모델, 로드레이아웃, HD맵(고정밀 지도)
등의 핵심 데이터들을 함께 제작 가능
- 포스코 A&C
· 다쏘시스템과 협력해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비즈니스(Smart CM Business) 협업 중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사전에 시공 시뮬레이션 및 공정을 접목한 가상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공통 식별체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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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EU는 지구 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극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ExtremeEarth 프로젝트 추진
- 지구의 상태를 관찰하여 극단적 예측을 비롯해 근본적인 동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 SPHERE 프로젝트는 유럽의 10개 국가, 18개 파트너가 참여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을 추진
- 건물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설 프로세스의 시간, 비용
및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실제 자산,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정보가 결합, 해석
및 처리되어 실제 건물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연구
¡ 글로벌 디지털 제조 솔루션 기업인 미국 GE,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항공 등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
- Siemens(독일)과 Bentley Systems(미국)은 플랜트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3D 시각화 모델으로
제공되고 고신뢰 데이터를 제공하는 PlantSight를 공동 개발함
¡ 제조공정에 관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한 Azure Digital Twin(MS, 미국)과 Bentley
Systems(미국)의 iTwin 서비스를 연합하는 기초기술을 개발
- SAP(독일)은 KAESER Kompressoren(독일) 회사와 협력하여 압축 공기 제조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함
- Siemens(독일)은 Electronics Works Amberg(EWA)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IoT 플랫폼인
마인드 스피어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미국, 영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능을 활용하여 제조,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Virtual Singapore(싱가포르), Dassault Systems(프랑스)

·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는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약 7,300만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로써 정부가 주도하고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 ESRI, 지멘스(Siemens)
등 글로벌기업들이 참여.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모든 구조물과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전기 및 교통 등 인프라와 기상정보, 인구통계, 시설물 및 건물 내부까지의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SmartAmerica Challenge(미국)
· 새로운 일자리, 비즈니스 기회 및 사회 경제적 혜택 창출을 위해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프로그램을 추진
- 독일, CPS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
· 제조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와 개인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상품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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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digital strategy 2025)를 추진[4]
- 영국,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과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을 강조
· 인프라가 제공하는 성능 서비스 가치의 향상과 사회·기업·환경·경제에 해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추진
- GE(미국)
· 2016년 GE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GE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가상 모니터링 컨트롤 등의 서비스 제공
- Dassault Systems(프랑스)
· 단일 플랫폼 기반의 “3D익스피리언스 트윈(3DEXPERIENCE Twin)”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 시스템, 시설 또는 환경을 표현하며, 제품의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동적 3D 모델로 제품과 프로세스, 공장/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을 제공
- ANSYS(미국)
· 단일 워크플로 안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검증, 배치할 수 있는 “앤시스
트윈 빌더(ANSYS Twin Builder”’를 탑재하여 엔지니어가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 검증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ENS(독일)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를 구축하여 공장 내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공장의 설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연결하여 피드백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해외에서는 항공기 엔진 및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기화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개발 및 상용되고 있음
- 미국, GE
· 산업용 IoT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플랫폼인 프레딕스 (PREDIX)에서는 생산된
모든 산업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장비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장비에
대한 공학적 모형을 획득하여 80만 개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여 가상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제공였으며 헬스케어/메디컬/자동차/에너지/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
- 미국, PTC
· IIoT 플랫폼인 Thingworx에서 3D CAD 소프트웨어 크레오를 사용,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함
- 독일, 지멘스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Mindsphere을 구축하여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공장
설비의 동기화를 통하여 생산성 증가
- 독일, SAP
· Leonardo IoT는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규칙 및 이벤트 관리, IoT 데이터 액세스
제어, IoT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프랑스 다쏘시스템
· 헬스케어, 에너지 효율 및 점유를 최적화하기 위한 건물 현황과 기술 정보를 실시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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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카의 통합 가상환경을 제공
- 일본 MHPS
· 앱 수준의 Tomoni를 개발, 자사의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원격 감시 서비스에 적용함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 개념이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중심
개발 사례가 언급되고 있으나, 표준 규격이 없는 개념적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프레임워크 기술 형태로 개발
- 미국 NIST
· 스마트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쓰레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장 디지털 쓰레드 (Extended digital thread) 개념을 통해 생애주기 지원의 범위 확장에
대해 연구개발 중
- 미국 AFRL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 공군의 업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및 디지털 쓰레드 기술을 개발
- 독일 지멘스
· 항공 및 방위 산업에서 제품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 쓰레드 기술 개발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국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응용 도메인별로 개별적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연합․협업을 고려하지 않음.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숙도 표준기반의 기술개발과
도메인별 평가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성숙도 및 평가지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한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표준화 현황에서 설명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여러 도메인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내 디지털 트윈
객체들에 대한 3D 가시화를 통해 도시 계획은 물론 교통, 환경, 제조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활용 중
- 다쏘시스템 (프랑스)
· 단일 플랫폼 기반의 “3D익스피리언스 트윈(3DEXPERIENCE Twin)”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 시스템, 시설 또는 환경을 표현하며, 제품의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동적 3D 모델로 제품과 프로세스, 공장/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을 제공
- GE(미국)
· 2016년 GE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GE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가상 모니터링·컨트롤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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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YS (미국)
· 단일 워크플로 안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검증, 배치할 수 있는 “앤시스
트윈 빌더(ANSYS Twin Builder)”를 탑재하여 엔지니어가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 검증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ENS (독일)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를 구축하여 공장 내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공장의 설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연결하여 피드백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연동 기능 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Unity
· 실제의 물리적 상황(충돌, 광원 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다양한 3D 파일 포맷을
지원하여 통합 운영 가능
- SIEMENS (독일)
· SIEMENS는 Mindsphere 분석 플랫폼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2017년부터 진행 중임. 또한, 2018년 10월 소프트웨어 업체 Electrocon International Inc.
인수를 통해 전력망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
- MHPS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Americas) (일본, 미국)
· 앱 수준의 Tomoni를 개발, 자사의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원격 감시 서비스에 적용하였으며,
에머슨(Emerson)과 디지털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성능 및 신뢰성
최적화, 예측 및 AI 주도 유지보수 전략 실현, 운영 의사 결정을 자동화
· MHPS-TOMONI™ 디지털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적응형 제어 및 실행 가능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소 성능을 최적화하고 신뢰성을 개선
- Emerson (미국)
· Emerson의 Ovation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에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실시간으로 심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나란히 실행되는 제어 시스템과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을 통합
· 가상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플랜트 제어 시스템을 정확히 복제하고,
가상 컨트롤러에 내장된 Ovation 기반 모델은 별도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을 제거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개별 디지털 트윈 내의 가상 개체를 식별하고 있으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논의 수준
- Microsoft(미국)
· 2020년 Microsoft는 Azure Digital Twins를 출시하였으며, 각 디지털 트윈을 구분하기 위
한 식별체계와 디지털 트윈간 관계에 대한 식별체계를 제공

SOC 디지털화 Part.2 _ 디지털 트윈 203

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디지털 트윈 분과 중점 표준화 항목 중, IPR 현황분석이 필요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및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검색구간은 2001.01.01. 이후의 공개 및 등록되어 검색되는 특허로
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1.01.01. 이후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검색식)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노이즈 제거) 검색식을 통해 검색된 특허 모집단에 대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성, IPC 분류
확인 및 중복제거를 통해 데이터 필터링을 진행하여 특허 검색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효특허를
선정함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동기화, 물리객체,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정적요소,

가상객체 간 상태

동적요소, 상호반영, 센서

동기화 기술 표준

인터페이스,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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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동기화* OR synchroniz* OR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싱크* OR 실시간* OR ((real* OR 리얼*) A/1 (time* OR
타임*)) OR 상호* OR 쌍방* OR 양방* OR 서로* OR
Mutual* OR bilateral OR interact*) AND (센서* OR 감지*
OR 액추에이터* OR 액츄에이터* OR sensor* OR
actuator* OR 객체* OR 공간* OR 스페이스* OR 행동*
OR behavior* OR object* OR space* OR 장소* OR place*
OR 위치* OR locat*)

디지털 쓰레드, 생애주기,
디지털 쓰레드

전주기, 제품수명주기,

프레임워크 표준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동기화, 추적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쓰레드* OR thread* OR 스레드*
OR 스래드* OR 생애* OR 주기* OR 전주기* OR 수명*
OR 사이클* OR cycle* OR period* OR life* OR (life* a/2
(time* OR cycle*)) OR 기간* OR term*) AND (((데이터*
OR data*) a/2 (통신* OR communic*)) OR 인터페이스*
OR 인터패이스* OR interface* OR 동기화* OR
synchroniz* OR 싱크* OR 추적* OR 트래킹* OR
트레이스* OR 추격* OR track* OR trace* OR 모니터링*
OR mornitor* OR 최적화* OR optimiz*)

이종 도메인, 연합, 협동,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nsemble* OR orchestra*) AND (시나리오* OR
인터페이스* OR 요구사항* OR 사양* OR 토폴로지* OR
scenario* OR interface* OR requirement* OR spec* OR
topology* OR ((유스* OR 유스* OR 사용* use*) A/1
(케이스* OR case*)))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연동 유스케이스

참조 모델

상호운용성
연합 서비스, 기능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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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ensemble* OR orchestra*) AND (분산* OR 집중* OR
혼합* OR 참조* OR 복합* OR complex* OR Distribut* OR
Concentrat* OR Mix* OR Reference* OR 기능* OR
function*)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객체 정의, 분류 체계,
식별체계, 식별자 해석,
인스턴스, 관리, 다중
도메인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nsemble* OR orchestra*) AND (식별* OR 분류* OR
관리* OR 해석* OR 구분* OR 정의* OR 할당* OR Identif*
OR Classif* OR Manage* OR Interpretat* OR Distinguish*
OR Definit* OR Assign*)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 발행국별 출원연도별 동향

<디지털 트윈 분야 연도별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IPR 분석대상 표준화 항목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 급격하게 출원건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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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동향>

년도

EP

JP

KR

US

WO

총합계

2001

0

9

2

12

0

23

2002

10

11

0

22

6

49

2003

8

20

6

27

5

66

2004

5

10

5

44

9

73

2005

8

13

3

40

10

74

2006

10

15

7

34

7

73

2007

10

12

10

33

2

67

2008

12

12

12

42

6

84

2009

3

23

12

30

2

70

2010

12

9

13

34

3

71

2011

19

19

19

42

6

105

2012

20

10

8

49

10

97

2013

34

19

13

37

7

110

2014

23

21

26

46

10

126

2015

26

16

18

54

10

124

2016

23

9

31

65

15

143

2017

32

16

28

63

25

164

2018

26

30

28

62

26

172

2019

23

3

23

66

21

136

2020

6

6

11

42

32

97

2021

0

2

1

6

0

9

총합계

310

285

276

850

212

1,933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US) 및 유럽(EP)(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이 각각
850건(44%), 310건(1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임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US)의 경우 지속적으로 출원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KR), 일본(JP), 유럽(EP), 국제(WO)의 경우 일정 수준의 출원량을 보이다가
2011년도에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각국에서의 출원량이 상승하는 이유는, 2016년 전략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소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술적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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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출원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2001

9

8

3

2

1

23

2002

24

10

4

2

9

49

2003

39

9

6

7

5

66

2004

32

21

8

7

5

73

2005

40

14

8

6

6

74

2006

33

23

7

5

5

73

2007

39

18

3

3

4

67

2008

42

18

8

8

8

84

2009

29

24

4

7

6

70

2010

43

14

5

5

4

71

2011

71

18

6

5

5

105

2012

53

27

5

7

5

97

2013

52

31

9

10

8

110

2014

55

42

9

9

11

126

2015

54

43

8

9

10

124

2016

78

42

9

8

6

143

2017

83

43

13

14

11

164

2018

84

39

16

19

14

172

2019

77

25

10

13

11

136

2020

59

20

5

7

6

97

2021

6

3

0

0

0

9

합계

1,002

492

146

153

140

1,933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중,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이 1,00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각각 492건, 153건, 146건, 140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의 경우, 각 요소기술 모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성장기에 진입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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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역점 분야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152

163

220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70

121

101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20

26

39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18

27

36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22

26

46

- 특허 출원량이 가장 많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폭발적인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디지털 트윈의 연합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의 역시 2017년에서 2019년 구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디지털 트윈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별 출원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
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유럽특허(EP)

178

82

19

13

18

310

일본특허(JP)

150

50

20

34

31

285

한국특허(KR)

169

37

20

30

20

276

미국특허(US)

394

264

72

61

59

850

국제특허(WO)

111

59

15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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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02

492

146

153

140

1,933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특허 발행국별 특허분석 항목별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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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국제, 한국 및 일본 모두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 순서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관련하여, 미국, 유럽 및 국제의 경우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많이 진행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ETRI

5

4

2

1

1

13

한국과학기술원

4

1

2

0

3

10

SIEMENS

3

1

2

2

1

9

주식회사 케이티

3

0

1

1

2

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

1

1

2

1

7

MICROSOFT

2

1

1

1

1

6

IMMERSION CO

3

0

0

0

0

3

The Boeing Company

3

0

0

0

0

3

Apple

2

0

1

0

0

3

매직 립,
인코포레이티드

2

0

1

0

0

3

합계

27

8

11

7

11

64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 4위로 한국과학기술원, SIEMENS, 주식회사 케이티 순으로 나타남
- ETRI는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가장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과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의 상위 다출원 기업들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경우, 한국에 특허출원 건수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한국의 디지털 트윈 관련 시장 규모가 작아 해외 기업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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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SIEMENS

27

9

9

8

10

63

MICROSOFT

13

4

3

5

2

27

General Electric
Company

9

15

1

0

0

25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8

8

2

2

2

22

IBM

7

12

1

0

1

21

HITACHI LTD

4

6

0

1

3

14

Dassault Systemes

5

3

0

2

0

10

The Boeing Company

6

3

0

0

0

9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5

1

0

2

1

9

Huawei Technologies
Co. Ltd.

2

3

0

2

2

9

합계

86

64

16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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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SIEMENS로 나타났으며, 2위 MICROSOFT, 3위 GE로 나타남
- SIEMENS는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SIEMENS는 공장 설비 상태에 대한 실시간 디지털 트윈 연결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하여
이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해외에서의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과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위 출원인 중 SIEMENS, Dassault Systemes는 유럽 기업이고, MICROSOFT, IBM,
The Boeing Company는 미국 기업으로, 유럽과 미국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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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연도별 특허출원의 경우, 디지털 트윈 관련 특허출원이 년도별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각 요소기술 모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성장기에 진입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출원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들이 상위
출원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트윈의 세계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직 한국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관심도와 연구개발이 초기단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과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부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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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1%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를 위한 ISO
23247(Part 1 ～ Part 4) 표준 개발 중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설비동작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 ～ Part 3) 표준 개발 중

IEC

TC65

(WG24-Asset Administ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자산의
특성과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AAS를 정의하는 IEC 63278-1 표준 개발

JTC 1

SC 41

(WG6-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의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ISO/IEC 30172와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는 ISO/IEC 30173 표준 개발 중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ITU-T Y.DT-interop 표준
개발 중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ITS, 지능형 소방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smartfirefighting,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능
및 요구사항 ITU-T Y.scdt-reqts 및 스마트시티에서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
객체의 인터랙션을 정의하는 ITU-T Y.Sup.Interact-P-D-cities 표준 개발 중
(Q7-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ITU-T Y.Sup.DTw-concept
-usecase 표준 개발 중

P2888

(IEEE P2888.1,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IEEE P2888.2,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IEEE P2888.3,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사물 정의 및 동기화 표준
(IEEE P2888.4,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 (6 DoF)) 대형 공간 가상현실 재해대응
훈련시스템 아키텍처

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TTAK.KO-10.1264-Part 1(개발완료), 참조구조를 정의하는
Part 2(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표준 개발 중

PG609

(CPS PG)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TAK.KO-11.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TTAK.KO-11.0284-Part2)
개발 완료

ISO

국제
(공식)

ITU-T

국제
(사실)

IEEE

TTA
국내

표준화 현황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IoTFS-0212), 디지털 트윈
연합 –제1부: 요구사항(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제2부: 참조모델(IoTFS-0214)
및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IoTFS-0217)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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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시작은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융합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데이터의 동기화, 상호운용성 등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트윈 분야의 최초 표준화 사례는 2017년 11월 ETRI 주도로 물리적
자산, 공정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에 적용한 표준인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시리즈(ISO 23247: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4건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중으로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트윈 분야를 주제로 한 최초 표준화 사례가 한국이 주도했다는
것은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민간 분야 단체 표준은 TTA의 CPS PG(PG609)과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 학 연 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TTA CPS PG(PG609)에서 2020년 제정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표준(TTAK.KO-10.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TTAK,KO-11.0284-Part2)은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하였다.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는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2020년
제정 완료였으며, 이에 대한 참조구조 표준을 개발 중이다.
¡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포럼으로는 디지털 가상화 포럼과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이 있으며, 두
포럼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가상세계에 투영된 현실세계의 객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WG을 신설하여 디지털 트윈 표준 개발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을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현재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제조 관련하여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가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되어있으나 디지털 트윈의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은 아직 개발 되지 않음. 향후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의 연동/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간의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표준의 개발이 필요함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제조 관련하여 제 2부 요구사항과 제 1부 유스케이스가 2020년 12월에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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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안전 유도를 위한 주행상황 인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표준개발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연계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도 진행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1 부 요구사항이 2020년12월에 제정됨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읜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TTA PG1001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트윈을 위한 동기화 기술의 국내표준은
전무한 상태이나, TTA에서 발간한 디지털 트윈관련 표준에서는 동기화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
- TTA CPS PG(PG609)

· 제조에서 적용한 디지털 트윈을 유스케이스 표준과 요구사항 표준이 2020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으며 요구사항 표준에 동기화 기술의 기본이 되는 제조 자원 데이터 수집, 제조
자원 제어 및 제조자원 통신 등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도시에서 적용한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 표준이 2020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으며, 동기화 기술
관련하여 도시행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WG을 신설하여 디지털 트윈 표준 개발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디지털 트윈의 동기화 표준을 개발할 가능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0.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TTA PG1001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구현 기술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로 제공하고 있고, 관련
표준이 없음. 다양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수용하여 프레임워크 참조모델로 표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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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현재는 성숙도 및 평가지표 관련 국내표준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성숙도 모델
및 평가지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국내표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 및 협업 개요 및 절차를
정의하고, 연합을 위한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합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2020년 제정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을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진행중
(2022)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2021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2021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시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참조모델과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구조 표준을 개발 중
2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진행중
(2022)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사물인터넷융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합포럼

2021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2021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
등 디지털 트윈의 개요와 속성을 다루는 표준개발과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표준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개발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609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2021

사물인터넷융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합포럼

2021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동 - 제2부: 참조모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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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ITU-T, JTC1, ISO 및 IEC 등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JTC1 SC41은 IoT 및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 및 응용의 표준화 작업 및 센서 네트워크와 웨어러블 기술을 포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ISO TC184는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그리고 통합 기술을 포함하여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ISO TC184의 분과위원회인 SC 4
(Industrial data)에서는 시스템 간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 의미 및 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며, SC 5(Interoperability, integration, and architectures for enterprise systems and
automation applications)는 시스템 및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운용성, 통합 및
아키텍처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 IEC 및 IEEE 등에서도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권고안 개발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및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JTC1 SC41 WG6(Digital Twin)는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다.
- ISO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에서는 ETRI의 주도로 개발한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시리즈(ISO 23247: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는 물리적
자산, 공정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에 적용한 표준으로 2021년 하반기 중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에서는 ETRI에서 주도하는

제조

설비동작명세서(Equipment Behaviour Catalogue)를 규정하는 국제표준 ISO 16400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IEEE2888(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WG은 한국의 디지털 가상화 포럼 주도로
2019년 9월에 신설되었으며, WG의 의장 및 부의장을 한국이 맡고 있다. IEEE 2888은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 객체인 센서/액추에이터 API를 정의하는 그룹으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CPS 시스템 등에서 물리객체-가상객체간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 IEC TC65 ISO TC184 JWG21 TF8 Digital Twin and AAS는 스마트제조 참조구조 표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화 작업반으로 JWG21 내에는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독일의 제안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를 ISO 23247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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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현재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4건의 표준이 완성단계에 있고, 향후 디지털 트윈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연동 및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디지털 트윈 모델들 간의 연계/협업
등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디지털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의 개발 및 관련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됨
- ISO TC184 SC4 WG15
·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제조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ETRI가 신규 표준화 제안 4건을 제출하여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18년 1월에 통과되었고, 제안자 4명이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면서
시작
· ISO 23247-2에 동기화를 위한 기능요소를 정의하고 있고, WG 15에서는 2020년 10월에 4건
모두 DIS 투표를 통과하였으며, 표준안을 보완하여 2021년 중에 국제 표준으로 발간 완료하는
것을 계획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184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 information
exchange

2021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트윈을 위한 상태 동기화 기술의
국제 표준은 전무한 상태이나, IEEE에서는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ISO, ITU, JTC1 등 주요 국제표준 기구에서 발간한
디지털 트윈관련 표준과 기술문서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
- JTC1 SC41 WG6
· JTC1 SC41에서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하여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
(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음
- IEEE2888
· IEEE2888(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WG는 2019년 9월에 신설되어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 객체인 센서/액추에이터 API를 정의하는 그룹이며,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CPS 시스템 등에서 물리객체-가상객체간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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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2)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2)

IEEE P2888.3, Standard on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4)

IEEE P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IEEE P2888.2, Standard for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JTC1

IEEE

완료연도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를 실현하는 다양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괄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은 없는 상태이나,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제조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쓰레드도 제조 분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음. ISO/TC 184/SC 4 (산업데이터)는 제조 분야 데이터 교환을 위해 ISO 10303-242,
MTConnect 등의 기존 표준 기반 디지털 쓰레드를 구성하고 있음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권고안 개발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개발 중. 향후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및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20

Y.Sup.DTw-concept-usecase, Concept and use cases of a digital twin in
smart sustainable cities

진행중
(2022)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을 시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참조모델과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연합 및 협업 표준화 기술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 ISO TC184 SC4 WG15
· 제조 현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념 모델과 기능 참조구조, 모델링,
정보교환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 ISO 23247
시리즈가 개발되었으며 2021년 국제 표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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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184 AhG Digital Twin
·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성된 보고서는 추후 관련
표준화 작업에서 참조될 예정이며, ISO 23247에 바탕을 둔 디지털 트윈 사례, 데이터 모델과
향후 요구되는 표준화 아이템 발굴 포함
- IEC TC65 ISO TC184 JWG21 TF8
· JWG21은 IEC TC65와 ISO TC184가 스마트제조 참조구조 표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화 작업반으로, TF 8(Task Force 8: Digital Twin and AAS)은 독일의 제안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를 ISO 23247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 JTC1 AG11 및 SC41 WG6
· AG11은 JTC1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권고 그룹으로, 2020년
10월 디지털 트윈 사례 개발을 위한 NP를 제안하여 통과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JTC1 총회에서
AG11은 활동을 종료하고, SC41(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ies)의 WG6(Digital
Twin)으로 신설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ISO TC184

ISO/IEC AWI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3)

ISO/IEC AWI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3)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dt-ITS,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JTC1 SC41

ITU-T S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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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어 소방 분야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1년 5월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가 신규 권고안으로 채택되었고, 향후 디지털 트윈 간 연합 및
연동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ISO TC 184

ITU-T SG20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특정 도메인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표준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기술
개발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ISO TC184 SC4
· 제조 현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념 모델과 기능 참조구조,
모델링, 정보교환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
ISO 23247 시리즈가 개발되었으며 2021년 국제 표준 승인
- ITU-T SG20
· 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과 교통에 대한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디지털 트윈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트윈간
연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 JTC1 SC41
· JTC1 SC41에서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하여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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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2)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2)

ISO TC 184

ITU-T SG20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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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Eclipse Ditto
- Ditto는 가상의 클라우드 기반 사물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Eclipse의 사물인터넷 기술
- 개별 장치의 추상화에 사용되는 API를 제공, 디지털 트윈을 위한 상태 관리, 메타 데이터 및
상태 데이터 검색 기능 제공, 디지털 트윈 세트 검색 및 선택을 지원
· Homepage: https://www.eclipse.org/ditto/
· Open Source: https://github.com/eclipse/ditto

<Eclipse Ditto>

¡ Open Manufacturing Platform
- OMP(Open Manufacturing Platform)는 Microsoft와 BMW가 2019년에 설립하고, Bosch, ZF
및 AB InBev는 2020년 초에 합류한 공동개발 재단 프로젝트
- 포괄적 의미 데이터 균질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통 의미를 적용하고, 컨텍스트
정보와 함께 제조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제조 도메인의 이기종 데이터를 공유, 결합 및 재사용
필요성을 해결
· Homepage: https://open-manufacturing.org/
· https://github.com/OpenManufacturingPlatform

<Open Manufacturing Platform>

2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 IDTA(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는 유럽 기계 공학 산업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조직인
VDMA(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와 독일 전기 및 전자 제조업체 협회인
ZVEI(Zentralverband Elektrotechnik und Elektronikindustrie)에서 2020년 9월에 설립
- IDTA는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을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를 준비하고 Industrie 4.0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을 위해 IDTA 산하의 여러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
· admin-shell-io(https://github.com/admin-shell-io): 이 프로젝트는 AAS 패키지 탐색기, AAS
서버, AAS 사양, Schemata 등 GUI 기반 개방형 편집기를 제공
· BaSyx(https://projects.eclipse.org/projects/technology.basyx): 이 프로젝트는 AAS의 SDK를
제공
· PyI40AAS(https://git.rwth-aachen.de/acplt/pyi40aas): 이 프로젝트는 AAS를 조작하고
검증하기 위한 Python 모듈을 제공
· SAP AAS 서비스(https://github.com/SAP/i40-aas): 이 프로젝트는 RAMI 4.0 참조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Docker 이미지 기반 시스템을 제공
· NOVAAS(https://gitlab.com/gidouninova/novaas): 이 프로젝트는 JavaScript 및 LCDP
(Low-code Development Platform) Node-Red를 사용하여 AAS 개념의 구현을 제공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 GAIA-X
- GAIA-X는 2020년에 설립되어 유럽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투명성 및 개방성이 핵심 요소
- 디지털 트윈은 회사 국경을 넘어 데이터 교환 역할을 할 것으로, 개방형 표준과 산업 데이터
공간(IDS) 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개방형 소스 파생물은 GAIA-X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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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II
- CESMII는 청정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혁신연구소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1월
CESMII와 IIC는 산업용 IoT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의 개발, 채택 및 수익화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체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 제공하기로 합의
- 협업과 표준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실현하여 디지털 트윈 영역의 스마트제조 프로파일을 위한
OPC UA 정보 모델 직렬화를 선택
- CESMII는 OPC Foundation과 함께 UA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디지털 트윈 구현에서 사용
· CESMII의 스마트제조 프로필: https://github.com/cesmii

<CESMII>

¡ iTwin.js
- Bentley Systems는 현실 모델링을 위한 ContextCapture와 모델 정보 공유를 위한 iModelHub를
포함하여 Bentley가 iTw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을 뒷받침할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로 발표함
- Bentley는 iModel.js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Bentley 리소스를 투입함
- Bentley는 오픈소스 지리 공간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선도적인 도로 및 철도 자산 관리 시스템인
AssetWise ALIM(Lifecycle Information Management) 솔루션을 위한 새로운 프런트 엔드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AGI와 협력하여 오픈소스 Cesium 프로젝트를 지원함
- iTwin 서비스: https://www.itwinjs.org/
- iModel.js 오픈소스: https://github.com/imodeljs/imodeljs

<Bentaly Systems의 iTwi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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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win Consortium (DTC)
-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DTC)은 디지털 트윈 지원 기술 및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오픈
소스 협업 커뮤니티를 발표하였음. 컨소시엄 회원과 비회원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 및
자료에 대해 협력하고 DTC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새로운 오픈 소스 협업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DTC 기술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기여자는 프로젝트 또는 관련 콘텐츠를 DTC Open-Source
Collaboration GitHub 사이트에 업로드함
- DTC Open Source: https://www.digitaltwinconsortium.org/initiatives/open-source.htm

<Digital Twin Consortium의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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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약 점 요 인 (W)

-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장이 성장 중
시
시 -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국토
장
장 - 비표준기술 기반의 시장 확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이 진행 중
- 디지털 트윈의 확대를 위한 5G

기
기술
술 -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기 - 단일 응용을 위한 기술 표준
술 - 비표준 기반의 기술 개발
-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 및

국외환경요인

표 - 디지털 제조를 위한 표준화 경험 표
지속성 부족
준 - 국제 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준 - 제조 분야 외 응용 도메인의
표준화 미흡

【SO전략】
【WO전략】
- 디지털 트윈 시장 활성화
시
- 제조 부분의 디지털 트윈
장
상용화 서비스
- (시장)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의 - (시장) 정부 주도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적용·검증을 통한 조기 시범 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예지 상용화 및 시장 선도
가능한 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와 기존 - (기술)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유기적
기 기 보전 기술 상용화
회 술 - 에너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ICT 노하우를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관연의
응용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한 통해 거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화 참여
요
기술 개발 전개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적으로 반영
인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육성책 마련(기술개발 투자 확대
(O)
- 제조 부분의 표준를 바탕으로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및 관련분야 시험 서비스 실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적극 활용을 통한 표준 선점분야 - (기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표 표준화 시작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 및 표준
확대
준 - 다수의 국제공식표준화 기구를
IPR 획득 가능 분야에의 집중
포함하여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의 관심 증대

【WT전략】
- 거대 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한 【ST전략】
시 시장 독과점 우려
장 - 과다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 (시장) 국내 강점분야인 ICT 통신 - (시장) 국내에서 디지털 트윈 시범
수익성 악화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발

하여 국제표준특허 확보하여 시장
위
방어
협
기 -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 격화 - (기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요
술 -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 개발을 유도
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기술 (T)
개발을 통한 디지털 트윈 시범

표
준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확대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공유
(표준) 표준 주도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디지털 트윈 표준 전문가 양성

서비스 적용
- 기술 지배적 기업의 표준화
(표준)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한 표준
참여에 의한 표준화 주도권
IPR
확보로
외국 기업의 특허 공격
경쟁
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의 지속성이 부족하며, 제조 분야를 제외한 응용 분야에서의 표준화 참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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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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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4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현대제철,
부품DB,
신성이엔지,
녹원정보기술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스테툴스, NIST, 보잉, 록히드마틴 (스웨덴) 샌
기업
드빅, KTH (프랑스) 에어버스 (중국) 화웨이

표준화
단계

국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스텝툴스/NIST/보잉/록히드마틴, (스웨덴) 샌드빅/
선도국가/
표준
KTH, (프랑스) 에어버스, (중국) 화웨이, (한국) ETRI/현
기업
수준
대제철/부품DB/신성이엔지/녹원정보기술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디지털 트윈 동기화 표준은 아니지만, 디지털 트윈 관련 국내 표준이 이미 2건 개발되어 있고, 국제
표준이 2021년에 4건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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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SO TC184 SC4 WG15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과제 제안후 해당과제의 에디터를
수임하여 채택까지 활동함

<표준화 계획>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개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요구사항 국내단체표준 개발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국내단체표준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 관련 특허는 현재 많지 않고,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표준기반의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동기화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동기화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국내특허로 선출원후
국제표준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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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병행)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41,
IEEE 2888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AIST,
현대제철,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KET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미국) GE/PTC, (독일) 지멘스/SAP,
(프랑스) 다쏘시스템, (일본) MHP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KAIST, 현대제철,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KET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의 기본 기술이고, 다양한 디지털 트윈 제품
및 솔루션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EEE 2888에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시스템, CPS 등의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한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기술 구조 및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부 기술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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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EE 2888에서 국내 참여기업/기관/학계 참여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19년 ～ ’24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JTC1 SC41에서 TTA 및 사물인터넷융포럼의 참여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과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 개발 (‘22년 ～ ’25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주도로 IEEE 2888에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
라인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국내 기술에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준
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를 통해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태 동기화 표준기술 적용을
통한 국내 고유 표준 개발 (‘21년 ～ ’24년)
- IoT융합포럼의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술 및 표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표준화 이슈
발굴, 포럼 표준화를 추진하고, TTA 단체 표준화 추진 (‘21년 ～ ’24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에서의 동기화 기술 적용하여 응용/서비스별 동기화 기술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디지털 트윈 상태 동기화 표준기반으로 연구개발 추진하여
표준 검증 및 구현 가능한 기술의 표준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표준화 과제간의 선순환 연계
및 협력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관련 특허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두 비표준
기반의 동기화 기술이며,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표준 기반의 상태 동기화 기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기고 전략을
통하여 표준화 진행 방향에 따라 표준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표준기술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태 동기화
기술은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여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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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IoT융합포럼

국제

JTC1 SC4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ETI,
KAIST,
현대제철,
유노믹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NIST, (미국) 로크웰, (독일) 지멘스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미국) 보잉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디지털 쓰레드는 기업들의 자체적 솔루션으로 구현 기술 상태로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아직 표준 모델화의 단계로 들지는 못 했고, 디지털 트윈 제조를 다루고 있는 ISO/TC 184/SC 4에서
표준화 필요성 제기가 있는 상태이므로 ISO 23247 디지털 트윈 제조 표준화 주도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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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41은 디지털 트윈 기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국제표준화를 SC 41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개념 및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표준화
- ITU-T SG20에서 개발되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 디지털 트윈 연합 표준화 내용을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설계
- IEEE 2888에서 데이터 동기화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 ISO TC184 SC4는 제조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및 디지털 쓰레드
표준화 시도가 있으므로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디지털 쓰레드는 다양한 구현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 관점을 끌어내어 표준화를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개념화, 기능화, 구조화 등의 단계적 과정으로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 과정과 함께 표준화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EEE P2888 작업반에서 데이터
동기화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를 통해 디지털 쓰레드에 대한 개념화, 요구사항 분석 및 관련 기술
표준화를 추진
- IoT융합포럼의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술 및 표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표준화 이슈
발굴, 포럼 표준화를 추진하고, TTA 단체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CPS와 디지털 트윈은 같은 개념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디지털 트윈 단체표준화는 TTA CPS PG(PG609)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CPS 관련 표
준화 내용들과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개념화 및 기술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TTA의 디지털 트윈 표준 전략맵을 바탕으로 중장기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기술,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지속적 보완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들이 속속 착수되고
있으므로 진행 중 또는 향후 추진될 연구개발/표준화 과제들 간의 선순환 연계 및 협력
활동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에 상태 정보의 생성, 변화, 흐름, 연계, 종료 과정을 다루어야 하므로 특허 창출이
가능하며,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쓰레드는 제품에 대한 생애주기 동안의 일관적 상태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업분야별 제품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 관리 목표와 목적,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산업분야별 디지털 쓰레드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공통적 기능 속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특허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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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융
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가트너, IET, Atki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보잉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및 ISO TC184 SC4와 JTC1 SC41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상호연동을 위해 단계별 진화방안을
제시하고 성숙도를 평가하는 성숙도 모델 표준화는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표준화가 일정 단계에
다다랐을 때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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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성숙도 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 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 단체 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 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 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 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헬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시 예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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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
CNS, KETI,
한국MS, LH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
기업
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기능이 상호연동을 위한 4단계에 이르렀을 때 표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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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 사례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 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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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
CNS, KETI,
한국MS, LH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기능이 상호연동을 위한 4단계에 이르렀을 때 디지털 트윈 연합
관련 표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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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을 포함한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방법 및 서비스 사례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 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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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융합
포럼

국제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SO/IEC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 연합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이 선행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합의를 통해 디지털 트윈 연합에 대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 연합에 필수적인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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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3년도에 JTC1/SC41 국제표준화기구에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 (’22년)
- JTC1/SC41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5년)
- ISO TC184/SC4 및 ITU-T SG20과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도메인의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
반영 (‘22년 ～ ’25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관련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 (’22년 ～ ’23년)
- JTC1/SC41에서 개발한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JTC1/SC41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 관련 특허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나, 디지털 트윈 연합 관점에서 다중 도메인을 아우르는 식별체계 및 관리 관련 기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표준 개발 과정에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며,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고려사항을 담아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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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그룹/
프로젝트

OMP

IDTA

CESMII

- Microsoft와 BMW가 2019년에 설
립하고, Bosch, ZF 및 AB InBev는
2020년 초에 합류한 공동개발 재
단 프로젝트
- 제조 도메인의 이기종 데이터 공
유, 결합 및 재사용 문제를 해결

- 유럽 기계 공학 산업 조직 VDMA
와 독일 전기 및 전자 제조업체 협
회인 ZVEI에서 2020년 9월에 설립
- Industrie 4.0의 산업용 디지털 트
윈을 위해 IDTA 산하의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관련 오픈소
스 프로젝트를 제공

- 미국의 스마트제조 혁신연구소로
2016년에 설립하고, ‘21년 산업용
IoT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 OPC Foundation과 함께 UA 클라
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오픈소스
대응전략

- 디지털 트윈 분야의 오픈소스는 기존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업 및 협회 등
프로젝트 단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OMP, IDTA 등이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개발에
활동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디지털 트윈 분야 오픈소스 개발 참여는 없으며, 추후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여가 필요함

표준화
연계전략

-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 표준화기반 오픈소스 활동 전략은 국제 오픈소스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DTC)은 오픈소스 협업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 코드 및 자료에 대해 협력하고 DTC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 표준기반 새로운 오픈소스 협업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DTC 기술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프로젝트 또는 관련
콘텐츠를 DTC Open-Source Collaboration GitHu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기여할 수 있음
(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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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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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AC

Advanced Audio Coding

AAS

Asset Administration Shell

AhG

Ad Hoc Group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VC

Advanced Video Coding

BS

Broadcasting Satellite

CA

Conditional Access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CM

Commercial Module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NS

Domain Name System

DRM

Digital Radio Mondiale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DTV

Digital Television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S2X

Digital Video Broadcasting S2 Extensions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ES

ETSI Standard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MS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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