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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참조구조를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참조구조를 제
공하기 위해 6장에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참조구조를 정의하고,
7장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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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provides reference architecture for the design of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y administration.
2 Summary
The standard provides reference architecture for the design of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y administration. For this, the reference architecture of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y administration will be defined in clause 6 and the
interface between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y administration external
systems will be defined in clause 7.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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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참조구조
(Reference Architecture for Smart City Administration Digital
Twin System)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구조를 정의한다.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참조구조는 도시의 정책 수
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용 표준
해당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물리 객체가 목적과 역할에 맞게 디지털로 표현되고 동기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가상
모델
[출처] IoTFS-0212
3.2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city administration data hub)
도시 내 행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비/이동 데이터 및 공간 데이터에 대한 식별/수집/정
제/정규화를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제공
3.3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smart city administration digital twin

system)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가상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수행하여 도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3.4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gent based modeling)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가 제공하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사회의 입체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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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대규모 에이전트들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기능을 제공
3.5 정책(policy)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 방침. 예) 출산율 증가 정책
3.6 정책 목표(policy goal)
사용자로부터 주어지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최종 목표. 예) 인구 10% 증가
3.7 정책 탐색(policy navigation)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
아가는 과정
3.8 정책 파라미터(policy parameter)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회적/정치적 요소들. 예) 혼인율, 양육 비용, 근무 시
간 등
[출처(3.2~3.8)] TTAK.KO-10.1264-Part1
4 약어
DT-IS
GUI

Digital Twin – Information System
Graphical User Interface

5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개요
디지털 트윈은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상 모델로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연
결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
며,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가상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 실험을 수행하여 도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및 정책
파라미터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정책 실험을 통해 예산 및 자원 사용을 최소
화하면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도시 운영, 효율성 및
도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다. (그림 5-1)은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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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개요

(그림 5-2)는 사용 가능한 정책 목록에서 최상의 정책과 최적의 정책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개념을 나타낸다. 도시의 공무원은 과거 및 선행 연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을 조사하고, 이 목록은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가상 도시에서 정책 실험을 수행하여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정책 또는
정책의 조합과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낸다.

(그림 5-2) 정책 실험의 개념

이러한 정책 실험을 위해,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거리, 건물, 공공
장소와 같은 도시의 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시민과 같은 능동적 대상을 가상 공간에 정
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즉,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도시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상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5-3)은 가상 공간에 구축된 도시의 디지털 트
윈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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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도시의 디지털 트윈의 예

6 참조구조
6.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참조구조는 TTAK.KO-10.1264-Part1에서 식
별된 요구사항에 따라 (그림 6-1)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6-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참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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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최적화 및 표현 계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계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층의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최적화 및 표현 계층은 시
각화 기능과 정책조합 및 탐색 기능으로 구성되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계층은 시뮬레
이션 기능과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기능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층은 도
시행정 데이터 허브 기능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은 각 계층에서 구
현된다.
6.2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는 TTAK.KO-10.1264-Part1의 6.1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도
시 내 행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비/이동 데이터 및 공간 데이터를 식별/수집/정제/정규
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모델링을
위한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 소비/이동 데이터 수집 : 소득, 매출과 같은 소비 데이터와 도시에서 이동하는 시민,
대중교통, 공공자전거, 공유자동차, 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 수거차량 등과 같은 도시
이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 행정/공간 데이터 수집 :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수, 가구수 등과 같은 도시 행정 데이터
와 도시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공원, 교량, 도로, 건물과 같은 도시 공간 데이터를 수
집한다.
- 수집 데이터 분석/가공 : 수집된 도시 데이터를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분석/가공하여 저
장한다.
6.3 정책 조합 및 탐색
정책 조합 및 탐색은 TTAK.KO-10.1264-Part1의 6.2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파라미터 식별과 정책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효율
적인 탐색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파라미터 및 값을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정책 파라미터 추상화/단순화 : 정책 조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 파라미터를 수용하고,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정책 파라미터의 추상화/단순화한다.
- 정책/정책 요소 영향력 분석 : 정책 파라미터의 조합으로 생성된 정책에서 정책 요소별
영향력을 분석하고, 생성된 정책들 각각에 대한 정책 영향력을 분석한다.
- 최적화 정책 탐색 및 추천 : 정책 요소의 조합을 통한 최적화 정책을 탐색하고 사용자
에게 정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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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은 TTAK.KO-10.1264-Part1의 6.3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도
시행정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사회의 입체적 관계를
대규모 에이전트들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기능을 제공한다.
- 데이터 추상화/단순화 :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를 통해 수집/분석/가공된 각각의 도시
데이터를 추상화 및 단순화한다.
- 도시 데이터 에이전트 변환 : 각각의 도시 데이터를 모델링을 위한 에이전트로 나타낸
다.
- 모델 생성 : 도시 인구의 이동, 소비행태, 교통이용 등과 같은 이동모형에 대한 모델,
도시 인프라(도로여건, 교통수요 등)에 대한 모델, 도시 데이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
델과 같이 에이전트화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생성을 생성한다.
- 모델 재구성 : 생성한 모델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 모델을 재구성한다.
6.5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TTAK.KO-10.1264-Part1의 6.4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도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디지털 트윈으로 모사할 때 현실 세계 수준의 가상 모형을 표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대 에이전트들을 고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모델링 데이터 변환 : 정책 조합을 반영한 모델링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데
이터를 변환한다.
- 시뮬레이션 공간 구성/관리 : 현실의 모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도시의 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공간의 크기를 확장
또는 축소한다.
- 시뮬레이션 엔진 : 가상의 도시를 모사하여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거대 에이
전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6.6 시각화
시각화는 TTAK.KO-10.1264-Part1의 6.5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실
행 및 결과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에이전트 시각화 : 에이전트들(도시 행정 데이터, 공간 데이터, 소비/이동 데이터)을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에이전트의 속성 및 시뮬레이션
진행에 따른 에이전트들의 이동 및 변화를 시각화한다.
- 모델링 결과 시각화 :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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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화 : 정책 조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하고 정책 변경
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의 영향성을 시각화한다.
6.7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은 TTAK.KO-10.1264-Part1의 6.6절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수집되고 생성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개인정보 보호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수집 및 생성하는 데이터
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화 처리한다.
- 데이터 보안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수집 및 생성하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데이터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7 인터페이스
7.1 일반사항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그림 7-1)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시의 다
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 시스템들로부터 필요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 7-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도시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7.2 DT-IS 인터페이스
DT-IS 인터페이스는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최적의 도시 정책을 도
출하는 데 필요한 도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의
시스템들로부터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터페이스로써 수집되는 세부 정보내용은 다음
과 같다.
- 도시 소비/이동 데이터 : 도시에서 이동하는 시민, 대중교통, 공공자전거, 공유자동차,
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 수거차량, 소득, 매출 등
- 도시 행정 데이터 :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수, 가구수 등
- 도시 공간 데이터 : 도시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공원, 교량, 도로,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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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아래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이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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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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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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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아래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
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1]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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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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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 1판

2021.12.03

제정
IoTFS-0219

-

융합기술분과위원회
디지털트윈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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