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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현에 있어 단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참여하는 단말이 갖춰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
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이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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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defines requirements for terminals used in preventive safety service
system.
2 Summary
The standard describes terminal requirements to participate and receive preventive
safety service.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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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3부: 단말 요구사항
(Preventive Safety Service System - Part 3: Terminal
Requirements)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위한 단말의 요구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로 활용 가능하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고하고,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장애 종류 등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맞춰 다양한 표출 방식으로 위험에 대
한 알림을 제공하여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국민 맞춤
형 생활안전 서비스
3.2 사용자 단말
사용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등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
어 단말로 사용자 프로파일(서비스 종류, 성별, 연령대, 장애, 위험 알림 표출 방법 등)
설정, 사용자 위치정보 취득, 위험 신고, 위험 알림 표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
3.3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단말 및 외부 정보 제공 DB로부터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예
측을 통해 신뢰성 있는 위험정보를 정해진 구조 및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자 단말, 사용
자 단말(관계지정), 제3자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3.4 외부 정보 제공 DB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이 생활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정보와 및 위험정보의
분석과 예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DB 또는 시스템
3.5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성된 생활안전 위험정보를 제공 받아 자체 본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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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스템
[출처(3.1~3.5)] IoTFS-0201
4 약어
TMR

Terminal Requirement

5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 개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은 (그림 5-1) 사용자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앱 등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이다.

사용자 단말
위험정보 입력

위험정보 표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프로파일 관리

위치정보 수집

플랫폼

(그림 5-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개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참조구조는 사용자 단말이 사용자 프로파일(서비스 종류, 성별,
연령대, 장애, 위험 알림 표출 방법 등) 설정, 사용자 위치정보 취득, 위험 신고, 위험 알
림 표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정의한다. 참조구조에서 정의하는 사용자 단말의 각각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위험정보 입력 기능: 사용자 단말 위치에 존재하는 위험정보를 사용자 단말에 입력하
기 위한 기능을 수행. 위험정보는 사진, 텍스트 입력 등의 통해 입력할 수 있음
- 위험정보 표출 기능: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수신한 위험정보를 사용자
에게 맞게 알리기 위한 기능을 수행. 표출 방식은 소리, 빛, 진동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 프로파일 관리 기능: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
별, 연령대, 장애 등의 사용자 특성을 수집, 저장 및 표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수
행.
- 위치정보 수집 기능: 사용자 단말의 위치정보 획득 기능을 수행. 위치정보는 위성, 이
동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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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은 하드웨어의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상기 기능의 일부 혹
은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6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단말 요구사항
6.1 일반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사용자 단말은 참조구조에 명시된 단말 기능의 일부 혹은 전체의
수행 여부와는 별도로 서비스 데이터의 송수신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 요
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TMR-1: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사용자 단말은 단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지원하
는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송수신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 TMR-2: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단말 간의 송수신 데이터 및 내부 저장
데이터 보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6.2 위험정보 입력 기능 요구사항
위험정보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하기 위한 위험정보 입력 기능 요구사
항은 다음과 같다.
- TMR-3: 위험정보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아래 입력 기능 중 하나 이상
의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Ÿ

사진 촬영 기능

Ÿ

동영상 촬영 기능

Ÿ

문자 입력 기능

Ÿ

음향 녹음 기능

6.3

위험정보 표출 기능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수신한 위험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출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TMR-4: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아래 표출 기능 중 하나 이상
의 기능을 이용하여 위험 종류, 위험 위치(주소) 등 맞춤형 생활안전 알림 정보를 표출
해야 한다
Ÿ

화면 표출 기능: 사진, 동영상 및 문자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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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음향 표출 기능: 음성 및 음향을 활용

Ÿ

진동 기능: 단말의 진동 기능을 활용

- TMR-5: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선
별적 위험정보 표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6.4 프로파일 관리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정보 수신을 위한 프로파일
관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TMR-6: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장애 및 기타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
비스가 지원하는 프로파일 정보 입력 및 저장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TMR-7: 사용자 단말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6.5 위치정보 수집 요구사항
위치기반 위험 신고 및 위험정보 알림 수신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사용자 단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TMR-8: 사용자 단말은 위험 신고 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
폼으로 전송해야 한다.
- TMR-9: 사용자 단말은 수신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알림 중 사용자 단말의 위치에 해
당하는 알림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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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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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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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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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3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이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부: 참조 구조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2부: 플랫폼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3부: 단말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4부: 연동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5부: 크라우드소싱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6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7부: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8부: 접근성 프로파일 요구사항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9부: Open API(개발 중)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0부: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개발 중)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1부: 접근성 프로파일 활용 가이드(개발 중)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2부: 적합성 시험(개발 중)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제13부: 상호운용성 시험(개발 중)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시스템 – 서비스 모델 및 시나리오(기술보고서)(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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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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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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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5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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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부 록 Ⅰ-6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1판

2020.12.08

제정
IoTFS-0203

-

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표준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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