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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의단계(Digital Twin Levels)

<Source: https://www.pbctoday.co.uk/news/bim-news/digital-twin-4-0/64519/>  

Digital Twin

A realistic digital representation of assets, processes or systems in the built or 
natural environment. The complexity of that representation, and degree of 
connectedness, varies depending on maturity.

디지털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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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Digital Twins)의연원

Concept: Digital Informational Construct

Vision: Create, Test, Build

➔ 통제된 환경(Controlled Environment)이 가능한 제조업에서 활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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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Digital Twin) 정의와운용개념

데이터

이벤트

시스템 분석

예측

제어/최적화

고장/예지진단

제공 서비스

디지털 트윈 운용 개념도

What-if  질문들

운용자
의사결정자

질문에 대한 답

필요 시 조치/자동화

디지털 트윈(DT)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

실 체계

(Physical Twin)

연
동

✓ 정의: 물리적 자산,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Wiki 사전]

→ 대상 물체의 구성 요소 및 동작 특성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

✓ 운용 개념: 모델(DT)의 수명주기가 실 체계와 연동되어 함께 살아 감

• 실 체계와 연동하여 학습/진화를 통하여 일관성 유지 및 동질성 유지

• 실 체계 Life cycle과 동기화 -> 설계 – 구현 – 검증 – 운용 유지보수

<Source : 김탁곤, 2019>



디지털트윈기술의도시관리로확장

5Source: AIDAN FULLER et al, Digital Twin: Enabling Technologies, Challenges and Open Research



<Sour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locking-the-power-of-locationthe-uks-geospatial-strategy>

디지털트윈을도시관리로확장하는기술적변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locking-the-power-of-locationthe-uks-geospatial-strategy


<Sour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locking-the-power-of-locationthe-uks-geospatial-strategy>

디지털트윈을도시관리로확장하는기술적변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nlocking-the-power-of-locationthe-uks-geospatial-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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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의단계(Digital Twi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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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Defining principle Outline usage 

0 Reality capture As-built survey 

1 2D map/system or 
3D model

Design/asset 
optimization and 
coordination 

2 Static data, 
metadata and BIM 
Stage 2 

4D/5D simulation 

3 Real-time data Operational 
efficiency

4 Two-way data 
integration and 
interaction 

Remote and 
immersive operations 

5 Autonomous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lf-governance, 
oversight and 
transparency 

<Source: https://theiet.org/digital-twins>  

<Source: https://blog.lgcns.com/1864 >  

https://theiet.org/digital-twins
https://blog.lgcns.com/1864


Web based Digital Twin platform 
on top of open source!



마고
MAGO

지신, 대지의 여신





역사

2014
Project started.
NSIP Program 

2016
Live 3D Geo-Platform

Alpha version released.

2017
GeoBIM Platform

Version1.0 released.

2018
OpenIndoorMap opened

2019
Digital Twin Platform
Version2.0 released.

2021
Digital Twin Platform
Version3.0 re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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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o3D as a GeoBIM Platform

GIS

CityGML

Geospatial Information

GIS Standards

IFC

BIM

Outdoor Model

Indoor Model

BIM Standards

Construction
Drawings Info.

In/Out door
GI Model 

(Geospatial Information 
Model)



mago3D as a Digital Twin Platform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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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대폭발의 시대

Location + Feature + Sensor
Point Cloud + Realistic Mesh + 

Semantic Model + Volumetric Data + Live Data +
Visualization + Simulation + IoT + Analytics + 

…



이 다종다기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시화할 것인가?

Point
Cloud

Drone
Images

IoT

CAD

Live
Data

Satellite
Images

Autonomous
Cars

GIS

BIM

CityGML

Bottle Neck!



mago3D 개요

mago3D is a platform for … 

순수 웹 기반으로 대용량, 고정밀 3차원 객체의 관리와 시각화1

객체/현상 정보,  BIM/GIS 정보를 3차원상에서 완벽 통합2

웹 환경에서 각종 이슈 및 업무 처리를 위한 협업 플랫폼4

현실 세계를 모사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3

=  3D + Web + Open Source



mago3D 특장점

오픈소스 오픈소스를 이용해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특정 회사 및 특정 기술 의존성이 없음

국제 표준 준수 OGC, buildingSMART 등의 국제 표준 준수로 뛰어난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순수 웹 기반 가시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대용량/고정밀 데이터를 가시화

모듈화된 설계 모듈화된 아키텍처로 플랫폼 위에 새로운 기능을 손쉽게 탑재 가능

데이터 변환 자동화 초대용량 2D/3D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 등록, 서비스, 가시화해주는 백오피스 기능

다양한 포맷 지원 3DS, OBJ, FBX, IFC, CityGML, IndoorGML, LAS, SHP, GPKG, GeoTiff 등 GIS/BIM 분야의 포맷 지원

GS 1등급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GS 1등급 프로젝트



mago3D 아키텍처

mago3D Converter

WASWeb Server

mago3D

CMS

mago3D.JS

OBJ

Collada

LAS

CityCMLIFC 3DS

IndoorGML

etc

Back-end

internet

RabbitMQ

mago3D.JS mago3D Converter mago3D CMS

Analysis

Simulation

WAS

……

➢ 확장성



적용 사례 – 조선업

Yards

Cranes

Office Buildings

Factories

Docks

BlocksShips

Smart Welding Machine Virtual Yard on Web Browser!

1,500 EA25 EA250 EA75 EA

25 EA

15,000 EA 1,700 EA

3 EA

• Project Name: Ship Building Process Management System

• 3D Models in Service 



적용 사례 – 조선업



적용 사례 – 조선업



적용 사례 – IoT Sensor 연계(OGC SensorThings API)



적용 사례 – 자율주행차



• Project Name: King Sejong Research Base Facility Management System 

적용 사례 – BIM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적용 사례 – 공사 전후 비교



적용 사례 – 대용량 BIM 가시화



적용 사례 – 바람장 가시화



적용 사례 – 바람장 가시화



적용 사례 – LH 디지털트윈



적용 사례 – LH 디지털트윈



2차원 및 3차원 공간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접근, 2D/3D 분석기능 연계

• 시선분석 • 고도Profile분석 • 돔분석

• 크레인 반경 분석

• Radial 시선분석

적용 사례 – 2D/3D 분석으로 확장





A City is NOT a Computer

<Source: https://www.ordnancesurvey.co.uk/business-government/innovation/happens/articles-ehs/smart-cities-digital-technologies>

“Despite the futuristic images the term conjures, a “smart city” 
is merely a well-managed city aided by digital technologies. 
One of the primary challenges in achieving success for smart 
cities, and the reason many initiatives have failed to make it 
past the pilot stage, is that they have been driven by a focus 
on implementing the technology rather than achieving the 
end policy goal, such as improving access to education, or 
better transport links.”

<Source: https://placesjournal.org/article/a-city-is-not-a-computer/?cn-reloaded=1>

https://www.ordnancesurvey.co.uk/business-government/innovation/happens/articles-ehs/smart-cities-digital-technologies
https://placesjournal.org/article/a-city-is-not-a-computer/?cn-reloaded=1


Overselling and Over-Expectations



There’s NO clean DATA

Raw Data Digital Twin



STANDARDS?

• Standards are not widely accepted across industries.
“Why should we export our Revit file to IFC?”
“We convert our 3D data to CityGML only because government order to do that.”

• Sometimes data converting lose some part of original information.
• Clients prefer to provide original native format.
• Converting format gives another hassles. 



What is Your REAL PURPOSE?



WebGL vs Game Engine

<Source: https://www.gim-international.com/content/article/emerging-web-and-game-engine-tech-for-3d-cities>

https://www.gim-international.com/content/article/emerging-web-and-game-engine-tech-for-3d-cities


디지털트윈–기회와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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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위험요소

• 건축 및 운영 비용 감소 • 사이버 보안 문제

• 보다 효율적인 각종 설계 • 과대 홍보와 과도한 기대

• 장단기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트윈 구
축과 관리 비용

• 각종 자산 상태에 대한 더
나은 이해

• 미흡한 표준화와 산업계
협력

•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혹은 리허설을 해 봄으로
써 사전 위험 요소 파악 및
갈등 비용 저감

• 부족한 인력

• 협력 증진 • 공통 용어와 지식의 부재

<Source:  IET, Digital twins for the buil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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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는 상태. 여러 분야에서 나름의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는 중

•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가 만병통치약이 아님

• 기술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이 매우 중요 – 포맷이나 최소한 인터페이스 표준(레고
블록!)

• 데이터의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 트윈 구축은 긴 여정. 지치지 않고 각 단계별 성과물과 가치에 집중할 필요

•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

• 디지털 트윈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영역과 연동될 때 발휘됨 – 개별 산업 위주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적, 
통합적 정책과 통찰 필요

• 그럼에도 산업현장과 사회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디지털 트윈 세상으로 급속히 이동 중





디지털트윈구축의분명한원칙수립

<Source:  The approach to delivering a National Digital Twin for the United Kingdom>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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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반의분산모듈형아키텍처

<Source: ITU Focus Group on Smart Sustainable Cities>



분석

시뮬레이션

가시화

National Digital Twin이그리는미래

정적/
동적

지상 / 지하

실내/
실외

객체/
현상

다출처/
이기종 센서

<Source: https://www.arcweb.com/ja/node/149 수정> 46

National Digital Twin

https://www.arcweb.com/ja/node/149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mago3d.net
All the source codes are here: 
https://github.com/Gaia3D/mago3d
https://github.com/Gaia3D/openindoorma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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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희 shshin@gaia3d.com

https://github.com/Gaia3D/mago3d
https://github.com/Gaia3D/openindoor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