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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win은 3D 디지털 환경 속에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 직관적이고 현장감 있는 UX 

기반으로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작업 오더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Digital Twin

Digital Twin

Innovation

Virtual Thing

Real Thing

관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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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eWAY Digital Twin은 Digital Twin을 3D 가상 공간에 표현하고, Simulation, Monitoring, 

3D Modeling, 3D BOM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ToBeWAY Digital Twin

3D BOMSimulation Monitoring 3D Modeling

생산운영 시스템의 생산 계획을
3D 가상 공간에서 동영상을 보
듯이 미리 Play하여, 특정 시점
에서 병목 공정이나 과다 WIP 
등의 예상 문제를 사전에 시각
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상태, 물류의 위치와 움
직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화면에 동일한 형태
의 3D 객체로 표시하는 기능입

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직접 3D 객
체를 마우스로 화면에 배치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WYSIWYG 방

식으로 제공합니다. 

BOM의 3D 이미지를 생성하고
웹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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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 Digital Twin Architecture

ToBeWAY Digital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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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 Digital Twin 특징

사용자의 셀프 설비/장비 모델링을 통한 플래닝 비용 감소

비주얼 Simulation으로 병목현상을 제거하여 문제점 최소화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 및 계획 최적화

생산 계획/Scheduling 시나리오 간의 예측 결과 비교

실시간 Monitoring 운영 비용 감소

실제 현장 및 설비에서 일어나는 상황, 위치기반 인식

사용자 요구사항 증가로 인한 다양한 정보의 표현 필요성

설비변경에 대한 대응력 및 IoT 데이터의 추가 필요성

기존 HMI용 PLC/DCS Data를 활용하여 보다 직관적인 Smart HMI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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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 Digital Twin 활용 분야

FAB Scheduling Simulation

01

• 장비의 가동, 재료의
이동, 저장소의 적재

등의 작업을
Simulation.

• Simulation 실행 중
에 과다 처리 장비나
저장소 부족 등의

Alert를 눈으로 확인.

Container Yard

02

• Container Yard의
Slot, Container, 
Truck, Trailer, 
Reach Stacker, 

Gate 등의 3D 객체
제공.

• Container Yard의
상황과 동일하게 3D 
객체를 화면에 배치.

CNC Factory

03

• Tumbler 생산
Simulation

•재료의 가공 및 결합

BOM

04

• BOM의 3D 이미지를
관리하고, 제품 구조, 
속성, 썸네일을 추출

합니다.
• 장비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장비의 수리
매뉴얼을 설명, 도구, 
애니메이션으로 조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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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은 입력 받은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하면서, 생산계획의 전체과정을 한 눈에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APS) 시스템의 스케줄 계획을 입력 받습니다.

⚫ Simulation을 3D로 재생 후에 결과를 다음 스케줄링에 반영합니다

Simulation 개요

스케줄

APS Simulation Result

스케줄링 반영

ToBeWAY Digital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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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기능

Alert 대시 보드애니메이션

• 부품의 이동이 애니메이션 됩니다.
• 다양한 각도로 조회합니다.

• 대기가 많은 장비는 붉은색으로 표시
됩니다.

• 장시간 가동되지 않으면 회색으로 표
시됩니다

• WIP
• Performance
• Utilization
• Alert

컨트롤 결과스케줄링 반영

• 조건을 변경하여 스케줄링에 반영합니다. • 시나리오를 불러옵니다.
• 플레이 속도를 조절합니다.
• 시작, 일시 중지, 중지, 특정 시점으로
앞/뒤 이동

• 시뮬레이션 종료 후 결과를 조회합
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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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은 관리 대상 장비/설비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상태 정보를 동일한 모양의 3D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

⚫ 대량의 IoT 데이터 전송을 분산 처리하고, 인메모리 Pub/Sub 구조로 전송 속도 보장

Monitoring 개요

ToBeWAY Digital Twin

Redis

IoT 데이터
• 트럭 GPS
• 컨테이너 선적

컨테이너 야드

PU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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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기능

가상공간 정보표시 대용량 처리IoT 데이터

• IoT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현실과 동일
하게 렌더링합니다.

• GPS에 따라 이동, 컨테이너 선적

• 센서 데이터를 사물위에 표시 • 모든 장비의 수많은 센서 데이
터를 동시에 받아서 처리

투명화 분해도Alert

• Alert를 보고한 장비를 표시 • 내부 조회가 필요한 경우 투명화

• 분해/조립 기능
을 제공하여 현
장에서 얻기 어
려운 정보도 제
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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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은 신규 Digital Twin을 추가하거나 기존 Digital Twin을 변경하기 위해 3D 객체를 화면에

배치하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 도구상자의 3D 객체를 WYSIWYG 방식으로 화면에 배치하고 편집합니다.

⚫ 도메인 별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3D 객체를 제공하고, 추가가 가능합니다.

3D Modelin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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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ing 기능

3D 객체 배치 이미지 교체도구 상자

• 도구상자에는 3D
객체의 목록이 제
공됩니다.

• 도구 상자의 객체
는 실물과 동일한
3D 형태로 제공하
여 작업의 이해를
높입니다.

• 3D 객체의 회전, 이동, 크기 조절
• 편집한 결과는 DB에 저장합니다.

3D 객체의 이미지를 교체합니다.

3D 벡터 포맷 서식 맞춤속성 편집

• 3D 객체의 속성을
편집합니다.

• 속성은 관리자가
추가할 수 있습니
다.

• 화면의 확대/축소가 자유로우며 벡
터 포맷을 사용하여 확대 시에도 선
명하게 표시

•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 위쪽, 중간, 아
래쪽 맞춤

•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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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3D

• BOM 3D는 BOM의 3D 이미지를 생성하고 웹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CAD 파일을 웹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가벼운 포맷으로 변환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3D BOM 소개

BOM(Bill of Material)

3D 제품
조회

분해도
조립 애
니메이션

CAD 

변환

BOM 

통합

Multi-
level 
BOM

IoT 연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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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BOM 특징

제품을 실물과 가까운 3D로 표현하여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조회 기능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웹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제품의 속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속성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 부서에 제한된 3D 데이터를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에서

동작하는 경량 3D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CAD 전문 지식이 없어도 3D 이미지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BOM, m-BOM 등 다양한 BOM과 연동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제품의 구조 정보, 속성, 썸네일 이미지를 BOM에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CATIA, SolidWorks, NG-UX 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CAD 포맷의 변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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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BOM 활용 예제

Visual BOM

01

BOM의 3D 이미
지를 관리하고, 
제품 구조, 속성, 
썸네일을 추출합
니다.

장비 모니터링

02

가동중인 장비의
센서 정보를 모
니터링 합니다.
이상 신호를 감
지해서 Alert를
띄워 줍니다.

장비 수리 매뉴얼

03

장비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장비의
수리 매뉴얼을 설
명, 도구, 애니메
이션으로 조회합
니다.

가구 조립 설명서

04

가구의 설명서
를 대신하여
조립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
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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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1. 3D 제품 조회

1

3

확대/축소/회전
2

2

5

6

부품 별 보기/숨김
3

제품 구조 파악
1

4

제품 속성 조회
4

이미지 캡처
5

투명화
6

3D 제품을 확대/축소/회전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상세히 조회합니다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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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2. 분해

부품의 연결된 상태나 내부를 조회하기 위해 부품 별로 분해된 상태로 조회합니다.

• 중심에서 퍼져 나가는 방법으로 분해도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정밀한 분해도를 위해 분해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을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부품 이동

자동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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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3. 조립 애니메이션

조립 과정과 조립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안내합니다.

• 순서에 따라 부품을 이동하여 조립 과정을 애니메이션 합니다.

• 단계 별로 필요한 도구와 설명을 표시합니다.

조립 애니메이션
컨트롤

재생 속도 조절
조립 설명 및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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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4. IoT 연동 모니터링

가동 중인 장비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IoT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비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즉각 3D화면에 반영합니다.

• Alert 를 표시하고, 부품 별 발생 횟수와 상세 내역을 대시 보드에서 조회합니다.

Alert 대시 보드

센서 데이터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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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5. BOM 통합

BOM 3D는 MDM BOM과 통합한 확장된 기능입니다.

• BOM 3D의 부품 정보는 MDM BOM에서 관리됩니다.

• BOM 3D에 등록한 제품을 MDM BOM에서 링크하여 활용합니다.

MDM BOM BOM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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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소개 6. CAD 파일 변환

대부분 CAD 파일 포맷을 BOM 3D의 조회 포맷인 에셋 번들로 변환합니다.

• Pixyz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조회용 CAD파일로 최적화합니다.

• Unit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CAD파일을 에셋 번들로 변환합니다.

• 에셋 번들은 Unity 에셋을 압축한 파일이며, Unity로 개발한 웹 뷰어의 실행 중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CAD File Pixyz: 웹 조회에 최적화된 포맷으로 변환 Unity: 에셋 번들 생성

ASSEMBLE TESSELLATE INTERACTIVELY OPTIMIZE 



21

소개 동영상 – ToBeWAY Digital Twin

슬라이드 쇼일 때만 비디오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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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동영상 – ToBeWAY Digital Twin for 3D BOM

슬라이드 쇼일 때만 비디오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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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nity?

최적 그래픽 성능

Unity의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
프라인(SRP)은 그래픽스 최적화
에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렌더 파이프라인
(HDRP)은 고성능 하드웨어에서
최고의 화질을 제공하며, 유니버
설 렌더 파이프라인(URP)은 모
바일용으로 확장 시 최적화된
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플랫폼 지원

PC, 웹, 모바일, 태플릿 등 25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합
니다.
유니티는 여러 퍼블리싱 플랫폼
과 일찍이 밀접한 파트너 관계
를 맺었으므로 여러분은 모바일
과 XR을 포함하여 어디에나 구
축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셋과 툴

에셋 스토어는 Unity 크리에이
터의 시간과 수고를 대폭 줄여
주는 수천 개의 무료 및 합리적
인 가격대의 에셋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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