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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위원

참

조 :

제

목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2021-10차 회의 결과 안내

1. 관련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2021-10차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IoTF 21 – 097, 2021. 09. 27)

2. 위 관련, 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2021-10차 회의 결과 1부.

사 물 인 터 넷 융 합 포 럼

의 장

끝.

<첨 부>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2021-10차 회의 결과
주 관 자
개최일시
참 석 자
(8명)

간 사

배명남 책임

배명남 책임

(작성자)

‘21.9.30 (목요일) 10:00~11:00
장 소
ETRI 12-608
o WG간사 : 배명남 책임 (ETRI)
o WG위원 : 김광수 책임, 신동범 책임, 임선화 책임, 임정일 책임, 최영환 선임,
한규원 선임 (이상 ETRI), 이준욱 연구위원 ((주)아이브랩)

회의 결과

1. 표준안(WD-1) 검토 결과
표준 문서번호

표준명 (주에디터)

검토 의견

스마트건설 현장 대응형 안전관리 서비스
IoTFS-0223

- 의견 없음

– 제2부: 참조구조

(김광수 책임 대참)

(ETRI 김봉완 책임)
상수도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활용한
IoTFS-0225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

- 의견 없음

– 제2부 참조구조
((주)아이브랩 이준욱 연구위원)

2. 기타 논의 결과
- 표준문서는 회의 전에 간사에게 사전 송부 (간사 배포)
3. 차기회의 일정 확정
⊡ 11차 회의(표준분과 연석회의) : `21.10.6.(수) 10:00~12:00 / ETRI 12-608 (대전)
- 안건 표준문서(WD-2) 7건
[참고]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표준화 과제 추진 현황
연번

표준 번호

1

IoTFS-0175

2

IoTFS-0194

3
4

IoTFS-0220
IoTFS-0221

5

IoTFS-0222

6

IoTFS-0223

7

IoTFS-0224

8

IoTFS-0225

9

IoTFR-0023

표 준 명
산업용 사물인터넷 센서 게이트웨이의 멀티 프로토콜 변환
서비스 요구사항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관리 시스템 -제2부:
참조구조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총괄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총괄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 관리 시스템 – 제3부
장치간 통신 인터페이스
스마트건설 현장 대응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2부: 참조구조
상수도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상수도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 –제2부 참조구조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 유스케이스
(기술보고서)

<끝>

주에디터

상 태

ETRI 정형석 책임

WD-1(보류)

ETRI 손교훈 책임

FS

ETRI 이혜선 선임

WD-2
WD-2

ETRI 손교훈 책임

WD-2

ETRI 김봉완 책임

WD-2

㈜아이브랩
이준욱 연구위원

ETRI 임선화 책임

WD-2
WD-2
WD-2

[참고]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표준화 과제 추진 현황
연번

표준 번호

1

IoTFS-0175

2

IoTFS-0194

3

IoTFS-0220

표 준 명
산업용 사물인터넷 센서 게이트웨이의 멀티 프로토콜 변환
서비스 요구사항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관리 시스템 -제2부:
참조구조

주에디터

상 태

ETRI 정형석 책임

WD-1(보류)

ETRI 손교훈 책임

FS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총괄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WD-2
ETRI 이혜선 선임

4

IoTFS-0221

5

IoTFS-0222

6

IoTFS-0223

7

IoTFS-0224

8

IoTFS-0225

9

IoTFR-0023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총괄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 관리 시스템 – 제3부
장치간 통신 인터페이스
스마트건설 현장 대응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2부: 참조구조

WD-2
ETRI 손교훈 책임

WD-2

ETRI 김봉완 책임

WD-1

상수도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서비스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WD-2
㈜아이브랩

상수도 실시간 검침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편익 예측

이준욱 연구위원
WD-1

서비스 시스템 –제2부 참조구조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 유스케이스
(기술보고서)

<끝>

ETRI 임선화 책임

W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