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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디지털 트윈 개념 및 혜택
참고ｌ'How Can Digital Twin Technology Benefit Your Organization?', Net Objex, 2019. 1. 4; 'What is
a digital twin?' , Network World, 2019.1.31.

개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생산 공정과 생산 라인의 모든 측면에서 이전에 없었던 통찰력을
제공하고 생산 라인, 장비,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접목되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지원
디지털 트윈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다른 물리적 객체의 가상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3차원 데이터, 그래픽 모델링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사용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의 가상 제품 △실제 공간의 물리적 제품 △가상 제품과 물리적
제품을 하나로 묶는 연결 데이터 등 세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
디지털 트윈은 모든 제조 결함을 미러링(mirroring)하고 현재 사용중인 자산의 실시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물리적 자산의 통합 가상 모델

주요 내용
디지털 트윈 기술은 사용 중인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나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전반적인 모니터
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며 제조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은
자산, 구성요소,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수준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이 가능
(자산 수준) 생산 라인에서 특정 장비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
(구성 요소 수준) 제조 프로세스 내에서 매우 중요한 단일 구성요소를 부각
(프로세스 수준) 프로세스, 제품 설계 및 개발부터 생산 및 제조까지의 흐름, 유통 및 소비자의
최종제품 사용부터 수명주기, 그리고 미래 제품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제조 프로세스의 조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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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CES 2019, 6가지 운송 및
물류 혁신 사례
참고ｌ '6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s Unveiled at CES 2019' , Now that’s logistics, 2019.
1. 21.; 'The Future of Urban Mobility Unveiled at CES 2019' , Interesting Engineering, 2019. 1.7.

개요
2019년 1월 8일에서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2019에서 6가지 운송 및 물류 혁신 기술 동향이 공개
공개된 6가지 기술 혁신 사례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 △수직 이착륙 항공 택시 △로봇 배달견
△군집주행 트럭 △상업용 퀀텀 컴퓨터 △인공지능 파트너쉽 확대 등
글로벌 최대 가전 박람회중의 하나인 CES 2019년에 4,500 업체가 참여하여 새로운 혁신
사례가 발표하였고 18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
운송 및 물류 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
서 기업은 보다 스마트하고 기능이 향상되며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토크 로보틱스(Torc Robotics)社와 대중 교통업체인 트랜스데브(Transdev)社는 ‘i-Cristal’
이라고 불리우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 플랫폼을 발표
Torc社의 자율 주행단계 레벨 4 소프트웨어를 Transdev社의 감독 시스템, 연결 인프라, 클라
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및 내부 기술용인 자율 운송 시스템에 활용
자유 주행 셔틀버스 ‘i-Cristal’은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없이 운행되며 최대 안전 속도는
시간당 19마일까지 유지하면서 16명까지 수용
셔틀버스는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공공 도로 테스트와 함께 폐쇄 코스에서 테스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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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데이터는 세가지 데이터로 구분
(과거 데이터) 전체 프로세스, 특정 시스템 및 개별 시스템의 과거 작업 성과 데이터
(현재 데이터) 장비 센서 데이터, 유통망 전반에 걸친 시스템 결과치, 제조 플랫폼 및 시스템
결과치, 구매 및 고객 서비스를 포함한 부가 사업 단위의 실시간 시스템 결과치
- (미래 데이터) 엔지니어 및 기계 학습 입력치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 영역
(서로 다른 시스템 연결) 정확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디지털 트윈 모델은 구매, 제조 및 보관과
같은 일련의 공급 사슬 흐름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백엔드(Back-end)4)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데 사용
(가시성) 공항이나 제조 공장과 같이 규모가 큰 상호 연결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장치 및 기계의
작동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What-if 분석) 적절하게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델과 상호 작용하고 모델에 대한
what-if 질문을 쿼리할 수 있게 하며 실생활에서 생성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함
(작동의 설명과 이해를 지원) 개별 기기와 전체 기기의 작동(behaviors)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 및 통신 메커니즘으로 사용 가능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신속한 생산 △효율적인 배송 및 공급 사슬(Supply Chain) △생산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의 원격 제공 △고객 서비스 개선
△고장 발생 전 유지 보수 예측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유휴작업시간(downtime) 최소화를
통한 설비종합효율(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OEE) 개선 △생산 및 장비 라인의
신뢰성 향상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 등을 제공

4) 백엔드(Back-End) 개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에서 작용하는 기술을 다루며 UI나 GUI로
구성된 화면의 통신이나 요청에 대하여 DB나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시스템 구성 실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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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社는 수직 이착륙(vertical-takeoff-and-landing, VTOL)이 가능
한 에어 택시(air taxi)의 컨셉 모형을 발표
벨 넥서스(Bell Nexus)라고 불리는 하늘을 나는 ‘에어 택시’는 벨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동력을 공급받음
Bell Nexus는 벨(Bell)社, 엔진 제작사 사프란(Safran)社, EPS(Electric Power Systems)社,
항행안전장비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의 탈레스(Thales)社와 미국의 무그(Moog)社 및 스마트
기기 제조사 가민(Garmin)社를 비롯한 여러 항공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참여
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社는 오토 파일럿 기능 탑재로 자동 조종하여 비행이 가능한
‘Autonomous Pod Transport(APT)’를 발표
로봇 배달견와 대규모 군집주행
콘티넨탈(Continental)社는 라스트 마일 배송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자율 주행
차량과 배송 로봇 개를 결합한 차세대 무인 배달 시스템을 공개
콘티넨탈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큐브(Continental’s Urban Mobility Experience, CUbE)
를 활용하여 무인 배송 서비스를 추진
플러스 에이아이(PlusAI)社는 정밀 위치 및 제어 시스템은 고급 차선 탐지, 레이저 탐지 및
측정(LiDAR), 순간 위치와 지도 구축(SLAM) 및 기타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여 심층 학습
시각적 알고리즘을 통합
트럭 운전에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할 경우 교통 산업과 생태계를 재편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업용 퀀텀 컴퓨터와 포괄적인 차량용 인공지능
IBM Q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Design Boom’은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효율적으로 물류를 처리하고 운송을 위한 차량 운영을 최적화
- 엔비디아(Nvidia)社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社는 전 차량에 인공 지능 아키텍처
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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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국제 배송 및 포장비에 대한
소비자 태도 조사
참고ｌ'IPC report reveals cross-border online shoppers willing to pay for sustainable delivery and
packaging' , Parcel and Postal, 2019. 1. 29; 'Cross-border online shoppers would pay extra
for sustainable deliveries, IPC survey finds', CEP Research, 2019. 1. 29.

개요
국제우편공사(International Post Corporation, 이하 IPC)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제품을 온라
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배송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답변
설문조사는 전세계 41개국 33,5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 대상자의 1/3은 보다 빠른 배송을 원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고객은 일반적으로 작고
가벼운 소포를 구매
중국의 온라인 구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진행속도는 완만한 추세를 보임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포의 40%는 25유로 미만 가치의 상품을 구매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포장 및 납품을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
모든 시장의 소비자들은 국경간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남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응답자의 60%는 전자 상거래 포장을 지속 가능하
게 하는 것에 동의
지속 가능한 전자 상거래 포장에 0.10 유로를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의
50%가 동의
응답자의 48%는 소포 배송 방식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5)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43%는
탄소 중립 배송에 대하여 0.10 유로를 지불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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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글로벌 대형 소매업체가 국경간 전자 상거래 시장을 여전히 지배
중국의 해외 구매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5%, 영국 10%, 독일 9% 순이며, 일본과
홍콩이 각각 3%,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한국이 각각 2%를 차지
25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의 점유율은 2017년 전년대비 7%, 2018년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나
진행 속도는 완만한 추세를 보임
중국과 글로벌 대형 소매업체가 해외 전자 상거래 시장을 여전히 지배
중국은 해외 구매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5%, 영국 10%, 독일 9% 순이며, 일본과
홍콩이 각각 3%,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한국이 각각 2%를 차지
판매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알리 익스프레스 AliExpress)
가 여전히 많은 온라인 구매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의 이베이(Ebay)는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4위인 위시(Wish)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출처 : Parcel and Postal Technology International
<그림> IPC 주요 설문조사 결과

5)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 발생한 이산화탄소 상
쇄에 필요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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