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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연
관 서비스 리스트를 찾아주는 표준으로서, 농축산물의 클래스 수준 식별자를 이용하여 연
관된 서비스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네임서버를 찾고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국제표준기관인 GS1 (Global Standard 1)의 ONS (Object Name Service) 표
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본 표준은 농축산물 관련 서비스 리스트를 검색하기 위한 ONS
구조를 제시하고, ONS의 각 구성 요소를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정의
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참고 표준을 농축산물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정의하였다.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본 문서

GS1 Object Name Service

비고

1. 개요

-

추가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

추가

3. 참조 표준

-

추가

4. 용어 정의 및 약어

-

추가

5. ONS 소개

3.

ONS

(non-normative)

Introduction

동일

6.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

-

추가

7. 예시

-

추가

8. 참조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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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is standard defines global service discovery structure for argo-livestock
products. The purpose of the standard is providing agro-livestock service list to
users by discovering namer servers hierarchically with a class level argo-livestock
identifier.

2 Summary
This standard defines global service discovery structure for argo-livestock
products. The purpose of the standard is providing agro-livestock service list to
users by discovering name servers hierarchically with a class level argo-livestock
identifier.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This standard apply ONS standard to a agro-livestock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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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
(Service Discovery Architecture for agro-livestock products)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기반이 되는 표준인 ONS의 소개와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구조, 구성, 과정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제로 구성된다. 농축산물은 생산자
인 농·축산인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체가 많은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 범위를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표 1]

<표 1> 표준의 활용 범위

주체
농가,
생산

생산량 및 공급량 제어, 창고 재고 관리, 생산지/생산자 관리

농축산협회

생산과 관련된 농축산물 서비스

유통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

농축산물 1차 단가 비교 및 산정, 농축산물 생산/품질 관리,

축산가,

농축산협회,
유통

활용 범위

소매상,
소비자

농축산물 도매/소매 단가 비교 및 산정, 유통망/유통자 관리
추적, 창고 재고 관리, 농축산물 이력 추적, 농축산물 품질 관
리 유통과 관련된 농축산물 서비스

농축산물 소매 단가 비교 및 산정, 소매점 위치 검색, 이력 추
적, 신선도 상태 확인, 생산자 및 생산지 확인, 유통자 및 유통
망 확인 소비와 관련된 농축산물 서비스

2 인용 표준
- Object Name Service (ONS). v2.0.1. 2013.
http://www.gs1.org/sites/default/files/docs/epc/ons_2_0_1-standard-20130131.pdf

3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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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S1 ID Keys (GS1 ID)
GS1 ID Key는 상품 및 거래처의 식별과 거래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식별
코드.
3.2 ONS (Object Name Service)
ONS는 특정 제품이나 사물에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리
스트를 찾아주는 표준으로서 사물의 클래스 수준 GS1 ID를 이용하여 연관된 서
비스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ONS 네임서버를 찾고 그 서비스 리스트를 제공한
다. 그리고 ONS 네임서버로부터 얻은 서비스 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원하
는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
3.3 AUS (Application Unique String)
ONS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초기 입력 값이다. AUS 값의 구성은 GS1 ID에
서 추출한 타입과 키, 그리고 언어 및 국가코드를 포함한다. 변환된 AUS 값은
ONS 클라이언트에서 FQDN으로 변환된다.
3.4 FQ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은 명확한 도메인 표기법을 칭한다. 예로 소프트웨어 설치 중 도메인명을
요구하면, YAHOO.COM. 을 입력할지, WWW.YAHOO.COM. 을 입력할지 모호하
다.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FQDN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이는
Namespace 계층상에서 최종 호스트명을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뜻한다.
3.5 NAPTR (Name Authority Pointer)
ONS의 Resource Type의 한 종류로, 질의된 FQDN과 연관된 URI 정보들을 제공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 FQDN은 다수의 NAPTR RR(Resource Record)을 가
질 수 있다.
3.6 Resource Record (RR)
NAPTR의 Resource Record를 가리키는 말로 Order, Pref, Service, Regular
expression, Replacement 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RRecord는 하나의 서비스
를 나타내며 GS1 ID Key에 따라 중첩 되어 할당될 수 있다.
3.7 Service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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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Type.XML은 Resource Record의 Service 필드의 Service URL을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는 파일로 해당 서비스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이
다.

4 약어

GS1

Global Standard #1

ONS

Object Nmae Service

DNS

Domain Name System

AUS

Application Unique String

FQ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NAPTR

Name Authority Pointer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Regexp

Regular Expression

URN

Uniform Resource Name

GTIN

Global Trade Item Number

GLN

Global Lo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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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요
국민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패턴은 고급화 되어가고, 따라서
농축산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농축산물 산지 정보 서비스, 이력 추적 정보 서비스, 농축산물 진품 인증 서비스, 농축산
물 O2O 서비스가 있다. 특히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나라의 경계를 넘
어 세계로 수출·유통됨으로서 국·내외의 농축산물 관련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해주
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각 국가, 기관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축산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검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 기관(기업)에서는 각자의 내부 표준에 따라 서비스 검색 시스템을 상
이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시스템간의 호환성 및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따르는 통합된 서비스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며,
현재 GS1(Global Standard 1)에서 선구적으로 서비스 검색 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1] GS1의 서비스 검색 시스템 표준인 Object Name Service (ONS)을 사용하
면 각 국가의 Peer root ONS 서버 및 하위 Local ONS 서버에서 서비스 리스트를 검색
하여 국제적으로 통합된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1]

<그림 1> Object Name Service (ONS) glob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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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NS 구성
이 단락에서는 국제 표준 단체인 GS1에서 정의하고 있는 ONS (Object Name
Service)에 대해 설명한다.
6.1 ID 변환 부
ONS는 DNS 프로토콜을 이용해 원하는 ONS 네임 서버를 찾아주기 때문에 ‘ID 변환
부’에서는 사물로부터 얻어진 GS1 ID를 DNS가 이해할 수 있는 Fully Qualified Domain
Name(FQDN) 형식의 질의로 변환시켜줘야 한다. ‘ID 변환 부’는 GS1 ID를 Application
Unique String(AUS)로 변환 시켜주는 ‘ONS 애플리케이션’과 AUS를 FQDN으로 변환시켜
주는 ‘ONS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그림3 (a) 의 GS1 ID를 리더를 통해 사물로부터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ONS 애플리
케이션’은 먼저 GS1 ID에서 타입과 키를 추출한다. 추출된 타입과 키 그리고 언어 및 국
가코드를 조합해 AUS를 생성하는데 언어 및 국가코드는 ONS 네임 서버로부터 서비스
리스트를 얻었을 때 동일한 타입의 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언어와 나라를 구분해 특정 서
비스를 선택할 때 이용된다. 언어와 국가코드를 각각 영어와 캐나다라고 가정하면 그림3
(a) 의 GS1 ID는 ‘en|ca|gtin|0061414132602’ 로 변환된다.

<그림 2> FQDN 질의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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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완성된 AUS는 ‘ONS 클라이언트’로 보내지고 그림3 (b)의
절차에 따라 FQDN 질의로 변환된다. ONS Peer Root 도메인 이름을 FQDN 형식의
ONS 질의의 맨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ONS 질의를 DNS 인프라를 통해 ONS Peer
Root까지 전달할 수 있고 ONS Peer Root부터는 해당 국가내의 ONS 자체 인프라를 이
용해 원하는 ONS 네임 서버까지 ONS 질의를 전달할 수 있다. ONS Peer Root는 각 나
라별로 구축/운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root서버에 집중되는 질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
고, 각 나라 간의 특성을 고려해 ONS Peer Root를 구축할 수 있다.
6.2 질의응답 부
‘질의응답 부’는 ‘ID 변환 부’에 의해 생성된 FQDN 형식의 ONS 질의를 실제 DNS 인
프라로

보내고

ONS

네임

서버로부터

사물의

서비스

리스트를

Name

Authority

Pointer(NAPTR) 형식으로 응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4는 ONS 질의가 사물의 서비스 리스트를 포함하는 ONS 네임서버를 어떻게 찾는
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ONS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된 ONS 질의는 최초로 ONS 클
라이언트에 의해 설정된 로컬 DNS 서버로 보내진다. 로컬 DNS 서버가 ONS 질의에 해
당하는 응답 NAPTR 을 캐싱하고 있다면 바로 ONS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리스트를 제
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DNS 인프라를 거쳐 ONS Peer Root에게 ONS 질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ONS Peer Root는 ONS 질의를 로컬 ONS 네임 서버로 위임(NS
Delegation) 할지 아니면 다른 ONS Peer Root 로 위임(DNAME Delegation) 할지를 결
정한다.

<그림 3> ONS 네임서버를 찾기 위한 NS.DNAME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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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결정하기 위해 ONS 질의에서 타입 속성 앞에 위치한 3자리 숫자인 GS1 Prefix를
이용하는데, GS1 Prefix와 ONS Peer Root 도메인 이름이 서로 동일한 나라를 나타낼
경우 NS Delegation을 실시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DNAME Delegation을 실시한다.
그림4의 FQDN 질의에서 ‘onsepc.kr’ 는 한국의 ONS Peer Root 도메인을 나타내지만
‘1.6.0’은 미국의 GS1 Prefix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의 ONS Peer Root로 DNAME
Delegation된다. 미국의 ONS Peer Root에서는 GS1 Prefix가 동일하게 미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NS Delegation 을 실시하고 원하는 ONS 네임서버까지 ONS 질의가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ONS 네임서버는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 정보를 NAPTR 형식으로
ONS 클라이언트에 응답해 준다. 그림4과 같은 NAPTR 형식의 서비스 리스트를 ONS 클
라이언트가 받았다고 가정하면 4번째 필드, ‘http://www.gs1.org/ons/mobilecomm’, 에
정의된 서비스 타입을 확인하여 원하는 서비스인지를 판단하고 원하는 서비스라면 정규
표현 식,‘!^en\|ca\|.*$!http://enca.example.com/!’, 을 해석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다. 본 예제의 정규 표현 식에서 언어와 국가코드는 각각 영어와 캐나다를 나타내기 때
문에

‘ID

변환

부’에서

만들었던

AUS의

언어

및

국가코드와

서로

일치한다면

‘http://enca.example.com/”’에 접근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7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
본 표준에서는 농축산물 서비스를 GS1 ONS 표준을 적용하여 디스커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개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
술하고, 농축산물 디스커버리 과정을 설명한다.
7.1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개요

<그림 4> GS1 ONS 기반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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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는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
리 인프라스트럭처, 농축산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클라이언트, 농축산물 소비자, 그
리고 다양한 농축산물 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서비스 등록, 관리, 서비스 검
색, 질의 응답, ID 변환, 농축산물로부터 GS1 ID 수집의 역할을 하며, 글로벌하게 분포
된 ONS Peer Roots를 통해 국가, 기관의 경계를 초월한 농축산물 서비스 검색을 실현
시킨다.
7.2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7.2.1 어플리케이션: 농축산물 ID 변환
농축산물의 ID 변환은 5.2.1의 ‘ID 변환 부‘에 정의된 변환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6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같은 소고기 등심임에도 각자 다른 Barcode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
자의 설정에 의해서 국가, 언어 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AUS로 변환된다. 다음으로 AUS
를 그림 3 (b)의 규칙에 따라 ONS 인프라에 질의할 수 있는 FQDN으로 변환시켜 ONS
질의에 사용하게 된다.

<그림 5> 농축산물 소고기의 ID 변환 과정
7.2.2 데이터베이스: 농축산물 NAPTR 구성
변환된 FQDN 형식의 ONS 질의를 DNS 인프라를 통해 ONS 네임 서버가 획득하면,
ONS 네임 서버는 해당 농축수산 식품에 대한 서비스 리스트를 NAPTR 형식으로 응답해
준다. 이때, NAPTR RR는 그림 7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2]

<그림 6> NAPTR RR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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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TR RR는 Order, Preference, Flags, Service, Regexp, Replacement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Order: FQDN 형식의 ONS 질의에 연관된 NAPTR RR를 구별하는 구분자로, Service
필드의 ServiceType과 ONS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완성된 AUS의 나라, 언어 식별코
드에 따라 구분자를 할당한다. 예를 들면 각 NAPTR RR에서 Service 필드의
ServiceType이 다를 경우 order는 각각 0 값을 가지며, NAPTR RR의 ServiceType이
같고 나라, 언어 식별코드가 다르면, 값을 1씩 증가 시킨다.
- Preference: Order에서 ServiceType이 같고 나라, 언어 식별코드가 같지만, Regexp
의 서비스 주소값이 다를 경우 NAPTR을 구분하는 구분자로 사용된다.
- Flags: NAPTR RR의 Regexp에 표현되는 형식을 나타나는 구분자로 ‘u’인 경우 URI
형식, ‘t’인 경우 text 형식으로 Regexp이 표현된다.
- Service: 농축산물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로, 해당 Service URL에 연결된
ServiceType.xml에 의해 NAPTR RR의 서비스 종류를 구분한다.
- Regexp: NAPTR 리소스 레코드의 농축산물 서비스 주소를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으
로, AUS의 나라, 언어 식별코드를 적용하여 URI 혹은 Text 방식으로 표현된다.
- Replacement: 사용되지 않음, “.”을 삽입함.

<그림 7>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따른 농축산물 서비스 구분
본 표준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서비스에 따라 NAPTR의 Service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농축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체
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생산, 유통, 소비과정으로 분류한다.
- 생산 과정: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생산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서비스.
(ex. 농축산물 1차 단가 비교 및 산정, 농축산물 생산/품질 관리, 생산량 및 공급량
제어, 창고 재고 관리, 생산지/생산자 관리)
- 유통 과정: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서비스.
(ex. 농축산물 도매/소매 단가 비교 및 산정, 유통망/유통자 관리 추적, 창고 재고 관
리, 농축산물 이력 추적, 농축산물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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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과정: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서비스.
(ex. 농축산물 소매 단가 비교 및 산정, 소매점 위치 검색, 이력 추적, 신선도 상태
확인, 생산자 및 생산지 확인, 유통자 및 유통망 확인)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들을 그림 8와 같이 구분하여 표 2과 같이 Service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표 2> 농축수산 서비스 단계에 따른 NAPTR의 Service 구성요소 정의

NAPTR
단계
공통 구분자
(기관 구분을 위한 구분자)

생산
유통
소비

Service 구성요소 정의
http://[Company_Prefix].agro.gs1.org/[Service_Step]/~
http://[Company_Prefix].agro.gs1.org/production/[Service_Na
me].xml
http://[Company_Prefix].agro.gs1.org/distribution/[Service_N
ame].xml
http://[Company_Prefix].agro.gs1.org/consumption/[Service_
Name].xml

표 2에 나타난 농축산물의 Service 구성요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Company_Prefix]: 서비스 제공자 (기관별) 식별자. (GS1 등록을 통해 발급 가능)



agro.gs1.org: GS1 농축산 식별자 (고정)



[Service_Step]: 농축산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
단계에 따른 구분



[Service_Name]: 농축산물 서비스 이름
(ex. production/item: 생산단계의 생산품 정보 서비스 타입
distribution/supplier: 유통단계의 공급자 정보 서비스 타입 )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해서 국가,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 식별자
(Company_prefix)에 따른 농축산물 서비스의 글로벌한 검색이 가능해지며, 각 서비스 제
공자는 서비스 단계(생산, 유통, 소비)에 따라 제안된 정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제공하
고자 하는 농축산물 서비스를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본 표
준에서 정의된 service를 통하여 각 서비스 종류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Regexp를 통해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7.2.3 데이터베이스: 농축산물 ServiceType.XML 정의
ONS는 GS1 코드를 사용하는 GS1 global, GS1 멤버, 산업기관, 서비스 제공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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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동적인 서비스 정의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림 9와 같은 ServieType 구조를 표준
화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준에 따르면 ServiceType.XML은 NAPTR의 Service 구성요소에
정의된 Service URL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XML 형식(그림 9, 10)으로 제공된다.
[2]

<그림 8> ServiceType.XML 구조

<그림 9> ServiceType.xml 예시
ServiceType.XML 구조의 각 구성요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ServicetypeIdentifier: 서비스 타입에 대한 글로벌 식별자
- Abstract: 해당 서비스가 베이스가 되는 부모 서비스인지, 부모 서비스에 속해 있는
자식 서비스인지를 구분하는 구분자. 베이스가 되는 서비스일 경우 True, 베이스를
상속하는 서비스일 경우 False.
- Extends: 추가 서비스 글로벌 식별자로, 해당 서비스가 베이스 서비스을 상속하는
서비스일 경우 베이스 서비스의 글로벌 식별자를 삽입한다.
-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file에 사용되는 주소 정보를 나타낸다.
- HomePage: 서비스 타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홈페이지 주보 정보를 나타낸다.
- Documentation: 서비스 타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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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oletes: 이전 버전의 ServiceType identifier들을 나타낸다.
- ObsoletedBy: 새 버전의 ServiceType identifier를 나타낸다.
본

표준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따라

ServiceType.XML의

ServiceTypeIdentifier 구성요소를 정의한다. 또한 농축산물 서비스가 각 기관 및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기인하여 각 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ServiceIdentifier를 정의하고, 상속 받는 서비스의 Abstract, Extends 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표 3> 농축수산 서비스 단계에 따른 ServiceType의 ServiceTypeIdentifier 구성요소 정의

ServiceType.XML
단계
공통 구분자
(베이스 서비스
식별자: 기관)

생산
(베이스 식별자)

유통
(베이스 식별자)

소비
(베이스 식별자)

ServiceTypeIdentifier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Service_Step]:~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production:[Service_Name]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production)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distribution:[Service_Name]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distribution)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consumption:[Service_Name]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consumption)

표 3에 나타난 농축산물의 ServiceType의 ServiceTypeIdentifier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erviceTypeIdentifier: URN(Uniform Resource Name) 포맷의 글로벌 식별자



epcglobal.ons.agro: GS1 ONS namespace prefix(urn.epcglobal.ons)에 농축산물
prefix “agro“를 포함하는 공통 구분자



[Company_Prefix]: 서비스 제공자 (기관별) 식별자. (GS1 등록을 통해 발급 가능)



[Service_Step]: 농축산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
단계에 따른 구분



[Service_Name]: 농축산물 서비스 이름
(ex. production:item: 생산 단계에서의 상품 정보 서비스 식별자,
distribution:item: 유통 단계에서의 상품 정보 서비스 식별자,
consumption:price: 소비 단계에서의 상품 가격 정보 서비스 식별자 )
서비스 타입 식별자 또한 NAPTR의 Service 구성요소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

정의된다. 추가적으로 농축산물 서비스가 각 기관 및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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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식별자를 최상위 베이스 서비스로 하는
계층적 서비스 타입 식별자 구조를 가진다.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

하위 계층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따른 베이스 서비스 식별자를 가진다.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production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distribution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consumption

다음 하위 계층으로는 각 단계별 서비스 이름에 따라 최종 서비스 식별자를 가진다.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production:[Any_ServiceName]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distribution:[Any_ServiceName]
urn:epcglobal:ons:agro:[Company_Prefix]:consumption:[Any_ServiceName]

결론적으로 ServiceType.XML은 1) 서비스 제공자, 2) 생산, 유통, 소비 단계, 3) 서비
스 이름순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최상위 베이스 서비스의 Abstract 필드는 항상
“True”가 되며, 하위 계층의 베이스 서비스 및 말단 서비스는 “False”로 상속 관계를 나
타낸다. 마찬가지로 하위 계층의 베이스 서비스 및 말단 서비스의 Extends 필드에는 항
상 상위 베이스 타입의 ServiceTypeIdentifier를 삽입한다.
7.3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는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농축산물
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0> 쇠고기 이력 추적 서비스 검색을 위한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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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는 RFID, QR 코드, 바코드 등에서 농축산물의 GS1 ID들을 획득하여 ONS 어플리케이
션에 전달한다.
(2) ONS 어플리케이션은 획득한 GS1 ID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GS1 ID Key를 추출한다.
(3) 추출한 GS1 ID를 사용자의 국가, 언어 설정에 따라 AUS로 변환한다.
(4) AUS를 ONS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5) ONS 클라이언트는 AUS를 ONS에 질의 가능한 FQDN으로 변환한다.
(6) ONS 클라이언트는 ONS 인프라에 FQDN을 질의한다.
(7) ONS 인프라는 해당 FQDN을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를 계층적으로 검색하여, 일치하는 네
임 서버에서 NAPTR 레코드를 ONS 어플리케이션에 반환한다.
(8) ONS 어플리케이션은 NAPTR의 Service 구성요소에 연결된 ServiceType.XML을 다운받는
다.
(9) ServiceType.XML과 NAPTR의 Regexp을 사용하여 만든 서비스 목록들을 ONS 어플리케이
션으로 전달한다.
(10) 서비스 목록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중 사용자가 설정한 국가 및 언어에 부합하는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Federated ONS Infrastructure를 통해서 국가 및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농축산물 서비스
의 글로벌 검색이 가능하다.
8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예시
본 표준의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를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예제에 대해 설
명한다. 그림 12는 국내 농축산물 및 중국의 농축산물의 검색 과정에 대한 예제이며, 본
표준의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를 이용하였을 때, 국가 및 기관(기업)의 제약
없이 농축산물 서비스 검색이 가능함을 보인다.

<그림 11> 국내산 및 중국산 배추의 상품 정보 서비스 및 이력 추적 서비스 검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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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국내산 배추의 상품 정보 서비스 검색 및 중국산 배추의 이력 추적 서비스
검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국내산 배추의 상품 정보 서비스 검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내산 배추의 바코드에서 GS1 ID인 GTIN을 읽어 ONS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2) ONS 어플리케이션은 읽은 GTIN을 AUS로 변환하고 ONS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3) ONS 클라이언트는 AUS를 FQDN으로 변환한다.
(4) 변환한 FQDN을 사용하여 ONS peer root인 onsepc.kr에 질의 한다.
(5) onsepc.kr은 자신의 Local Name Server 중에서 질의된 FQDN의 company prefix와 일치하는
서버가 있음으로 해당 Local Name Server로 질의를 위임한다. (NS delegation)
(6) 최종적으로 FQDN을 위임받은 Local Name Server 인 농협 서버는 상품 정보 서비스 리스트
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7) 소비자는 전달된 리스트에서 설정한 국가, 언어 코드에 부합하는 국내산 배추의 상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산 배추의 이력 추적 정보 서비스 검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비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중국산 배추의 바코드에서 GS1 ID인 GTIN을 읽어 ONS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2) ONS 어플리케이션은 읽은 GTIN을 AUS로 변환하고 ONS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3) ONS 클라이언트는 AUS를 FQDN으로 변환한다.
(4) 변환한 FQDN을 사용하여 ONS peer root인 onsepc.kr에 질의 한다.
(5) onsepc.kr은 질의된 FQDN의 company prefix와 일치하는 서버가 없음으로 중국의 ONS peer
root 서버로 질의를 위임한다. (DNAME delegation)
(6) 질의를

위임받은

onsepc.cn은

자신의

Local

Name

Server로

질의를

위임한다.

(NS

delegation)
(7) 최종적으로 FQDN을 위임받은 Local Name Server 인 중국 위생부는 이력 추적 서비스 리스
트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8) 소비자는 전달된 리스트를 통해 설정한 국가, 언어 코드에 부합하는 중국산 배추의 이력 추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본 표준의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를 적용한 시스템은 국
가와 기관(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표준의
농축산물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조를 통해 기존의 국가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정의된 내부
표준들을 사용한 시스템의 문제점인 각 시스템간의 호환성 문제, 데이터 교환 문제를 해
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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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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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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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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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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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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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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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판

xxxx.xx.xx

제정
TTAx.xx-xx.xxxx

-

스마트통업
프로젝트그룹
(PG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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