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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 스마트 시티 미래가치를 완성한다 

2019년 8월 8일 (목) 10:00 ~ 17:0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디지털트윈 도시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스마트 시티 혁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구축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행사개요

일       시 |   2019년 8월 8일 (목) 

장       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318호

참석대상 |   일반 참관객, 관련 기관 업체 관계자 등

주       최 |    

주       제 |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세션 1 :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세션 2 : IoT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방안



| 프로그램 일정표 |

제 1주제 :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 역할과 과제

08:30 ~ 10:00 등록

10:00 ~ 10:05 개회 및 내빈소개

10:05 ~ 10:10 축사
김현아 
국회의원 

10:10 ~ 10:35 디지털시티 추진과제와 접근방안
최병남 
전 국토지리원장

10:35 ~ 11:00 미래 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김탁곤  
KAIST 명예교수

11:00 ~ 11:25 포용적 도시계획과 스마트한 도시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1:25 ~ 12:00 패널 디스커션

제 2 주제 : IoT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방안

13:00 ~ 13:10 개회 및 내빈 소개

13:10 ~ 13:15 축사
한병홍
 LH 스마트도시 본부장

13:15 ~ 13:40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지리공간 사물인터넷 활용의 이점과 과제
Steve Liang (캐나다) 
Sensor Up 창립자, CTO
캘거리대학 IoT위원장, 부교수

13:40 ~ 14:05 센서 데이터 스트림 및 3D 도시 모델 - 스마트시티의 중추
Volker Coors (독일)
HFT 슈투트가르트 지리정보학 및
컴퓨터공학 교수

14:05 ~ 14:30 디지털 트윈 도시를 향한 길 - 현실에서 영상으로
Stefan Trometer (독일)
virtualcitySYSTEMS
비즈니스 개발부 이사

14:30 ~ 14:55 가상 도시 모델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BIM 모델의 정보 수집
Rudi Stouffs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 건축학과 부교수 겸
부학과장

15:00 ~ 15:30 휴식

15:30 ~ 15:55 포인트클라우드를 통한 IndoorGML 데이터 구축방법
이기준 
부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15:55 ~ 16:20 디지털트윈과 스마트공간
신상희 
가이아쓰리디㈜ 대표

16:20 ~ 17:00 패널 디스커션



최 병 남
(전) 국토지리정보원장

김 탁 곤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이력

최병남은 공간정보정책과 공간정보이프라 전략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토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고, 토지,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한 GIS application 

systems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는 하나의 원천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 

맞춤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의 관심분야는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가는 융합과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정보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다. 최병남은 

KAIST에서 MIS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력

김탁곤은 1988년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전공하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함. 

1989년부터 1991년 동안 미국 캔사스 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1 년 KAIST 전기전자공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년 퇴임 후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임. 한국시뮬레이션 학회 회장을 역임 하였고 미국 시뮬레이션 학회 

학술논문지인 SIMULATION 지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함. 3 권의 영문 공저서로서 2000년 Acadmic 사의 Theory of Modeling 

and Simulation, 2005년 Springer 사의 AI and Simulation, 그리고 2013년 Springer 사의 Modeling and Simulating Command 

and Control이 있음. 국제 학술지/학술대회에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론 및 응용 분야에서 20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 

함. 최근에는 미래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의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로서 빅 데이터, AI 및 시뮬레이션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링 기술을 연구함. 국제 시뮬레이션 학회(SCS)의 석학 회원(Fellow)이며 Eta, Kappa, Nu 정회원임.

    발표 내용

디지털 시티 추진과제와 접근방안

도시는 시민이 일하고 먹고 노는 공간이다. 우리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활동 무대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만들었다. 

과거에는 종이지도 위에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고, 

도시공간도 예외가 아니다. 미래 도시는 스마트도시를 지향할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현실 도시의 

디지털 트윈일 것이다. 미래 스마트시티에서 현실 도시공간에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은 사람, 사물, 기계 등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 상호작용하면서 확장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 현실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도시라고 한다. 본 발표는 디지털 시티 구축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발표 내용

미래 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디지털트윈은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학술적 정의가 존재하지만 권위 있는 미래 기술 예측 기관인 가트너가 2018년 

발표한 10대 미래 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디지털트윈은 실 세계의 디지털 복제본으로서 대상 체계의 구성 요소 및 동작 

특성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디지털트윈은 실 체계의 수명 주기와 연동되어 실 체계의 

설계, 분석, 제어, 최적화, 고장 진단 등에 사용되며 실 체계와 동작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 체계 운용 데이터를 

사용한 진화 학습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트원의 구성요소는 실 체계와 연동되어 수집된 실 체계 데이터, 실 체계의 디지털 

공간 정보/형상 3-D CAD모델 그리고 실 체계의 행위 모델이다. 디지털 공간 정보 모델은 서비스 목적에 따라 상세 

수준(LOD)을 다르게 구축할 수 있으며 GIS 단독, BIM 단독 혹은 GIS/BIM 결합 등으로 구현된다. 행위 모델은 데이터 모델 

혹은 시뮬레이션 모델이 사용되며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표는 현재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레벨을 정의한다. 정의된 서비스 레벨을 구현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시뮬레이션을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트윈 행위 모델을 논의한다.

Digital TwinConference
디지털트윈컨퍼런스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 스마트 시티 미래가치를 완성한다 

연자소개



최 봉 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Steve Liang
(캐나다)
Sensor Up 창립자,CTO 
캘거리대학 부교수

    이력

Steve Liang(스티브 리앙) 박사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권위자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선구자. 리앙 박사는 SensorUp의 창립자이자 CTO이며 캘거리대학(University of Calgary)에서 IoT 연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부교수이다. 스티브 박사는 ‘오픈 지리정보 컨소시엄(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회장을 맡고 

있으며 UN의 ITU-T에서 몇 가지 주요 IoT 지원 표준의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스티브 박사는 특히 IoT 및 지리공간 

기술분야의 선구적인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다. 리앙 박사는 6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세계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100회를 넘는 초청 강연을 하였다. 리앙 박사는 ‘킬리암 이머징 리서치 리더 어워드(Killam Emerging 

Research Leader Award)’를 수상했으며 40 세 이전의 나이에 Calgary 's Top 40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력

최 봉문 교수는 1992년부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근무 중이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 동 

대학원 도시공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박사학위논문으로 “도시공간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지리정보체계 활용”을 시작으로 GIS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위한 연구를 하였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와 공간정보 활용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도시경관관리, 

도시재생, U-City, 스마트 시티 등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도시정보와 GIS(1999)”, 

“도시계획론(2016)”, “도시개발론(2007)”, “토지이용계획론(2015), “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활용(2010)”, 

“알기쉬운 도시계획 (2014)”, "도시의 이해(2016)", “현대도시학(2018)” 등이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획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 내용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지리공간 사물인터넷 활용의 이점과 과제

가까운 미래에 수백만 개에서 수십억 개에 이르는 작은 센서와 액츄에이터가 현실 세계의 물체에 내장된 후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인터넷(IoT)을 형성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기본 전제는 일상의 물건이나 장치가 그들의 

환경을 감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서로 통신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하고 서로 연결된 "사물"의 

변화하는 성질은 가치 사슬을 파괴하고 있으며,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의 진보적인 도시와 기업들은 IoT를 사용하여 

스마트한 도시나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노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발표에서 리앙 박사는 서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트윈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이점과 과제를 소개할 것이다.

    발표 내용

포용적 도시계획과 스마트한 도시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구축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활용하여 첨단화된 도시의 계획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의 작동원리와 이를 결정하는 도시공간의 시스템을 함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 스마트 도시에서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모두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공간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Volker
Coors
(독일) 

HFT 슈투트가르트의
지리정보학 및
컴퓨터공학 교수

Stefan 
Trometer
(독일)
버츄얼시티 시스템즈 
비즈니스 개발 이사

    이력

Volker Coors(볼커 쿠어스)는 HFT 슈투트가르트의 지리정보학 및 컴퓨터공학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3D 지리 정보 시스템과 정보 물류.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우등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컴퓨터 

그래픽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 년부터 HFT 슈투트가르트의 응용연구소(Institute for Applied 

Research)에서 과학 디렉터를 맡고 있다. ‘3D 포트레이얼 서비스 스탠다드 워킹 그룹(3D Portrayal Service 

Standard Working Group)’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픈지리공간컨소시엄(OpenGeoSpatial Consortium, OGC)’의 

시티GML스탠다드워킹그룹(CityGML Standard Working Group)의 멤버이자 Web3D 컨소시엄에서 OGC 

(OpenGeoSpatial Consortium, OGC)를 대표하고 있다.

    이력

Stefan Trometer (스테판 트로미터)는 2018년부터 ‘버츄얼시티 시스템즈 유한회사(virtualcitySYSTEMS GmbH)’의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뮌헨 인근의 그라핑에 새로 설립된 지사를 총괄하고 있다. virtualcitySYSTEMS는 

OGC Standard CityGML을 기반으로 하는 3D 공간정보 인트라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기업으로, 유럽 및 전세계의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다.

Stefan Trometer는 뮌헨응용과학대학교(Mun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뮌헨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뮌헨공과대학교 도시지리환경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Chair of Metal Construction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매우 역동적인 컴포넌트 효과에 대한 

도시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2014년 CADFEM GmbH에서 전문경력을 시작했으며 virtualcitySYSTEMS 

Gmb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시 시뮬레이션의 혁신 분야를 마련했습니다.

    발표 내용

센서 데이터 스트림 및 3D 도시 모델 - 스마트시티의 중추

최근,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개념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플랫폼 및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개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천연자원, 도시 이동성, 도시 

에너지, 건물, 정부, 경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툴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함에 따라, 

원격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발로 인해, 각종 센서 또는 IoT 장치로부터 

끌어모은 데이터 스트림은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되고 있다. 3D 도시 모델과 함께 IoT 및 센서는 

시각화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 에너지 관리, 풍력 시뮬레이션과 같은 도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스마트시티 도시 

데이터 플랫폼의 중추를 구축한다.

    발표 내용

디지털 트윈 도시를 향한 길 - 현실에서 영상으로

시맨틱 3D 도시 모델링 분야는 집중적인 연구 주제로 다뤄져 왔으며 전세계의 많은 도시, 심지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각국의 도시 환경을 재현한 3D 디지털 트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실제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3D 도시 모델을 이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과제와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 예로는 경찰, 소방, 도시 계획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풍력 분석, 홍수 시뮬레이션, 또는 폭발로 인한 파동 전파를 수치로 나타낸 3D 도시 기반의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과 BIM 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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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

이기준 교수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1984년, 1986년에 받은 후 프랑스 응용과학원 (INSA)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부터 GIS와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연구하여 왔으며 현재는 실내공간정보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OGC IndoorGML 및 IPIN/ISC 

실내지도분과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7년부터 inous라는 실내공간정보 연구단을 단장으로 이끌고 있다. 그 외 

UN Open GIS Initiative의 공동의장으로 2016년부터 활동 중이며, ACM GIS (2000년), W2GIS(2005년, 2014년), 

SSTD(2015년), ACM ISA Workshop 등 여러 개의 국제학술대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공간정보 학회의 회장도 

2012년에 역임하였다. 한국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의 전문위원회 의장으로 봉사 중이다. 

    이력

Rudi Stouffs(루디 스타우프)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건축학과 부교수 겸 

부학과장읻.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전에 카네기 멜론대학, ETH Zurich, 

TU Delft에서 근무했다. 연구 분야는 주로 형상 인식 및 생성, 건물/도시 정보 모델링 및 분석 분야에서 디스크립션을 

계산하는 문제, 모델링, 그리고 설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BIM 통합 NUS 우수 센터(NUS Centre of Excellence in 

BIM Integration)’ 에서 파라메트릭 BIM 연구 책임자(Research Thrust Leader for Parametric BIM)를 맡고 있으며, 

‘미래도시연구소 2단계(Future Cities Laboratory Phase 2)’의 공동 PI이자 ‘미래복원 시스템 II(Future Resilient 

Systems II)’의 PI이며 이 두개 는 싱가포르 ETH 센터의 총괄하에 있다. 국제 저널에 25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수많은 저널, 국제 과학 컨퍼런스 및 기금단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 내용

포인트클라우드를 통한 IndoorGML 데이터 구축방법

실내공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고, LiDAR를 이용하는 것도 그 중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국 NIST의 지원으로 포이트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하여 건물 안전에 관한 객체를 포함하는 실내공간데이터를 OGC 

IndoorGML 표준으로 구축하는 시범사업이2018년도에 시작되었다. 비록 최종적인 목적은 완전 자동화된 방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IndoorGML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이것은 현재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 시범사업의 성과인 반 자동적 방법에 의한 IndoorGML 데이터 구축방법과 수행 중 

밝혀진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토의한다. 

    발표 내용

가상 도시 모델을 풍요롭게 하게 하는 BIM 모델의 정보 수집 

본 발표에서는 가상 도시 모델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IFC 포맷의 BIM 정보를 CityGML 포맷으로 변환하는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동안 BIM 모델을 CityGML 형식으로 변환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이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중 어떤 연구도 개념 

증명 단계에서 진전된 것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변환은 건물 외관의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복도, 실·내부, 문 및 층계를 포함한 내부 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간, 접근성, 재료 등에 대한 

정보처럼 BIM 모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시맨틱 정보도 포함한다. 이 모든 시맨틱 정보를 CityGML 포맷 안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심기 위해, 우리는 ‘Application Domain Extension for CityGML’을 개발했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은 

BIM 모델에서 가져온 시맨틱 정보를 CityGML 빌딩 모델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많은 현실세계 BIM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신 상 희
가이아쓰리디㈜ 대표

    이력

신상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가이아쓰리디의 대표이다. 10년 넘게 오픈소스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오픈소스GIS 분야 커뮤니티인 OSGeo 한국어 지부를 창립하였고, 국제 오픈소스GIS 컨퍼런스인 

FOSS4G Seoul 2015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오픈소스, 개방형표준, 오픈데이터의 열렬한 옹호자이다. 

현재는 가이아쓰리디에서 만든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mago3D의 확산과 상품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GeoBIM, 디지털트윈, 기상기후 관련기술에 많은 관심이 있다.

    발표 내용

디지털트윈과 스마트공간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객체, 현상, 그리고 프로세스를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모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트윈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제조업의 제품생애주기(PLM) 분야 연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세계를 다루는 디지털 정보가 별도의 실체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 

디지털트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실세계에 상응하는 가상세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차원 모델링과 가시화를 수행한다. 이것이 1단계 디지털트윈이다. 둘째, 2단계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각종 센서나 IoT를 이용하여 (준)실시간으로 상호연결한다. 셋째, 3단계 

디지털트윈은 이런 기반 위에서 분석, 예측,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한다. 스마트공간(Smart Space)는 인간과 

기술이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디지털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이 

대표적 스마트공간에 해당한다. 스마트공간은 가트너의 2019년 10대 기술 동향에도 선정된 바 있다. 기술발전과 

4차산업혁명에 따라 가정, 공장, 도시 등의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정, 공장, 도시를 관리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연결된 디지털트윈 기반의 

각종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이 어떻게 스마트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관련한 경험을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