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글로벌 식품 시장의 확대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

턴은 기존의 농식품 서비스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가오는 식품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유통구조에

서 오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팜 에서부터 유

통물류, 그리고 식품안전, O2O 등 식품 응용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GS1 표준 글로벌 식품 생태계를 소개한다. 

I. 서 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FTA 

체결의 확대로 식품의 유통 체인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졌

으며, 식품 소비 패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개별 포장단위의 추

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자동차나 의류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

족감을 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프리미엄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복잡해진 글로벌 식품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프

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웰빙 식품시장 이 성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식

품 산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안을 마

련하고 시행 중이다. 2016년 7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미

국의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경우 가공

식품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적용하던 것을 넘어서 모든 식품에 

한층 더 강화된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럽 연합의 경우 

2011년부터 EU1169/2011 규정을 통해 식품 서비스의 판매시점

에 식품의 이력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

우 2015년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스마트팜 에서부터 식품안전

소비에 이르는 전 생태계에 GS1 국제 표준 적용을 준비하고 있

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주요 교역 국가별 식품 규제 법안과 새로운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식품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시

장의 지배적인 국제 표준인 GS1 표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GS1 

표준은 다양한 사물 및 물류의 식별체계와 데이터 표준 공유 체

계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및 비즈니스 표준으로써 현재 미국의 

FSMA, 유럽의 EU1169/2011,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대응하는 

표준안 및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GS1 국제 표

준은 글로벌 식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 인프라

를 갖추고 있어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환경 최적화에서부터 식

품 응용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식품 소비 패턴에 대응

하는 비즈니스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글로벌 농식품 

생태계를 위한 표준 체계의 필요성과 GS1 표준 기반 식품 생태

계를 다루고, 3장에서 식품 서비스와 관련된 GS1 국제 표준기

구의 주요 Work Group의 역할과 주요 표준화 내용을 소개한

다. 4장에서는 TTA 표준안을 중심으로 GS1 국제표준안의 국내 

적용현황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GS1 표준 기반 농식품 서비스 

구축 사례를 소개한 후 6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론을 

제시한다.

II. 글로벌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1.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를 위한 표준 체계의 필요성

글로벌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의 생산에서 유통물류, 소비단계

로부터 생성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

준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를 표시하는 프로

슈머(Prosumer)의 증가로 소비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과정과 

김대영, 정성관, 김상식, 김상태, 변재욱, 우성필, 임장관, 윤원득, 허세현, 조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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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안전성 등을 알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자 측면에서도 생산 품목 결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

통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생산 제품의 질 관리측면에서 생산 

이후 유통단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

부 차원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생산, 유통단계

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를 위한 표준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기

능은 특정 식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식품에 대해 생산부터 유

통, 소비까지의 각 단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 표준 이력관리 체계의 기능은 글로벌 농식

품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간의 투명

한 정보 공개를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짐

과 동시에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

한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리콜(Recall) 등 발생

된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GS1 표준 체계 기반의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국내의 경우 생산환경,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부처와 지

자체별 표준과 업체별 산업표준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차원에서 진행되는 GAP, HACCP등의 다양

한 인증간 식별 체계 및 데이터 규격이 달라서 통합된 국내 농

식품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GS1 국제 표준

은 이러한 국내의 식품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해법을 제

시한다. 먼저 GS1 표준은 다양한 이종 표준을 통합해주는 성격

이 있으며, GS1 표준안이 해당산업 표준 적용에 해당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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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안전성 등을 알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자 측면에서도 생산 품목 결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

통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생산 제품의 질 관리측면에서 생산 

이후 유통단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

부 차원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생산, 유통단계

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를 위한 표준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기

능은 특정 식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식품에 대해 생산부터 유

통, 소비까지의 각 단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 표준 이력관리 체계의 기능은 글로벌 농식

품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간의 투명

한 정보 공개를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짐

과 동시에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

한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리콜(Recall) 등 발생

된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GS1 표준 체계 기반의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국내의 경우 생산환경,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부처와 지

자체별 표준과 업체별 산업표준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차원에서 진행되는 GAP, HACCP등의 다양

한 인증간 식별 체계 및 데이터 규격이 달라서 통합된 국내 농

식품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GS1 국제 표준

은 이러한 국내의 식품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해법을 제

시한다. 먼저 GS1 표준은 다양한 이종 표준을 통합해주는 성격

이 있으며, GS1 표준안이 해당산업 표준 적용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정의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식별 및 공유 체계를 정의함

과 동시에 각 국가별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유

연한 확장구조를 가지는 표준안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

별 식별 데이터는 수집된 이후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스키마와 

Vocabulary를 해당 국가나 기업이 직접 표준화된 방식을 정의

하여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또한 GS1 표준은 <그림 1>의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예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이후

에 글로벌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 공유 중심적 플랫폼을 제공함

에 따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이력추적 서비스, 계획 생산을 위

한 빅데이터 수급 분석 서비스, 식품의 안전 이력 인증을 위한 

Pedigree 서비스, GAP, HACCP인증 자동 연동 서비스 등 다

양한 글로벌 식품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써 활용 가능하다.

III. 식품 이력 관련 GS1 주요 표준 현황

1. GS1 국제 표준 소개 

가. GS1 표준 기구

GS1은 데이터 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실현을 위한 사

물 정보의 식별(Identify), 수집(Capture), 공유(Share), 활

용(Use)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비영리 국제표

준 기구로서, 2017년 기준 112개 회원국과 수백만 이상의 비

즈니스 파트너인 기업들로 구성된다. 미국의 바코드 체계인 

그림 1. GS1 표준 기반의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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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Universal Product Code)를 관리하기 위해 1973년 설립

된 UCC(Uniform Code Council)와 1977년 유럽의 바코드 체

계인 EAN(European Article Number)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

된 EAN(European Article Numbering Association)은 1990

년 UCC/EAN으로 합병된 이후 2005년부터 GS1으로 통합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가 중심인 다른 사물인터넷 표준들이 통

신 및 서비스 매쉬업등 기술 중심적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

과는 다르게, GS1은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

하여 사물의 식별체계,  데이타 및 서비스 공유 방식을 표준화 

하며, 식품, 의료, 스마트팩토리등 산업별 프로세스 분석을 통

한 서비스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GS1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Oliot[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오

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안을 레퍼런스 구현하고 있다[2]. 

나. 주요 기반 표준

GS1의 기반 표준은 표준안의 목적에 따라 식별(Identify), 수

집(Capture), 공유(Share), 활용(Use)으로 분류 된다. 

1) 식별 (Identify): GS1 모든 표준체계는 사물이나 상품에 대

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체계에 기반하여 이루

어진다. 식별 체계는 농산품(GTIN), 농산품의 재배지역(GLN), 

고객(GSR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별자를 제공함으로써 다양

한 형태의 사물에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다. GS1 식별 체계는 

이미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상품의 식별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는 그 적용 범위가 환경센서, 사물 인터넷 장

치 등의 단말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수집 (Capture): 다양한 형태의 사물의 식별정보를 수집하

기 위한 바코드 및 RFID 표준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소

비 순환이 빠른 식품산업의 특성상 바코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바코드 표준안과 함께 각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과 Use Case들이 같이 공개되고 있다.

3) 공유 (Share): 수집된 데이터들을 공유 및 관리하기 위한 

표준안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공유 표준이 존

재한다. 농식품의 마스터데이터의 경우 GDSN(Global Data 

Synchronization Network)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TSD (Trusted Source of Data) 네트워크에 기반한 GS1 

Source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의 생산, 포장 등

의 이벤트 정보의 경우 분산 이벤트 저장 기술인 EPCIS (EPC 

Information Service) 표준이 활용되고 있다. 

4) 활용 (Use): GS1 표준의 다른 표준대비 강점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서비스 표준안 및 권고

안이 공개 중이다. 

2. GS1 농식품 서비스 관련 표준 Work Group

농식품 서비스 관련 표준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GS1의 주

요 Work Group들을 소개한다.

가. GSMP Traceability and Event Sharing SMG

상품의 이력 추적을 위한 Global Traceability 표준에 대한 업

데이트를 유지하는 SMG Work Group이다. 표준안 작업과 더

불어 이력 추적 관련하여 GS1 Global Office와 협력하여 각 산

업별 GS1 표준 기반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현황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표준 그룹에서 논의되는 표준안들

은 주로 이력추적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며, 복잡한 글

로벌 농식품 이력추적 체계 구축에 있어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나. GSMP EPCIS and CBV MSWG

GSMP EPCIS and CBV MSWG는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담당하는 EPCIS 및 CBV 의 개선을 위한 Work Group이다. 

EPCIS는 이벤트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산 인터

페이스 표준이고, CBV는 발생한 이벤트의 비즈니스 단계를 정

의하는 Vocabulary 표준이다. 1.1 버전에서는 특히 농산물의 

가공처리 이벤트를 다를 수 있는 Transformation Event에 대

한 표준안이 추가되었고, 1.2 버전에는 이력 이벤트의 정정 기

능을 포함하는 Error Correction 방식이 제안되었다. 

다. GSMP Global Master Data SMG

GDSN(Global Data Synchronization Network)에서 사용

되는 GS1 Master Data의 표준을 관리하는 Work Group이다. 

Master Data는 GDSN상에서 제품의 정보를 글로벌하게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으로, 상품의 거래 관계를 구성하

는 ‘Who’와 ‘What’에 관한 핵심 정보들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Who’에는 구매자 및 판매자의 정보, ‘What’에는 상품의 다양

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SMG는 GDSN 및 GS1 Source 관련 

MSWG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Work Group

에서 다루는 표준은 식품 이력 추적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과 

그들이 다루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 된 Master Data를 

토대로 표현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표준화 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의 공용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GSMP Identification SMG

GS1 표준의 핵심인 식별 표준을 관리하는 Work Group으로, 

다양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이 Work Group에서 다루는 표준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

비자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각 구성원들이 관리하는 식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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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팔렛트, 운송 수단 등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어떻게 식별자를 부여하고 이

를 인식할지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에 연

결되지 않는 물리적 상품들을 자동화 된 생태계의 일부로서 효

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Fresh Foods Industry User Group

각 회원국의 식품 산업분야의 생산자, 유통업자, 식품 서비스

업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며 주요 미션은 

식품 이력추적, 안전관리, SCM 최적화,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등이다. EU에 소속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표준안 작업 및 협

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어류, 과일/야채, 육류/가금류, 일

반 등 4개의 섹션에 걸쳐 총 16 개의 식품 서비스 권고안을 도

출하여 공개 중이다. 각 권고안에서는 식품의 식별체계, 이력추

적체계, 바코드 디자인 등에 걸쳐 GS1 표준을 실제 식품 서비

스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바. Consumer Product Variant Discussion Group

소비자 상품의 전통적인 B2B 데이터 교환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품의 변형 정보를 공유하는 사

례를 개발하기 위한 Work Group이다. 모든 사물에 고유 식별

자가 부여되는 GS1 표준 하에서 상품의 변형은 식별자의 부여 

방법에 대한 논란을 가지게 되는데, 일례로 원재료인 육우를 가

공한 뒤 조리를 하여 새로운 가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이다. 이 경우 GS1식별자를 부여하고 변환 과정을 어떻게 정형

화 된 이벤트로 처리할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가공정

보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래에 세

계적으로 식품 안전 및 추적성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이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Work Group이 구성

되어 제품 변형 정보의 공유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솔루션 개발,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IV. 식품 안전 서비스를 위한 GS1 표준의 

국내 표준 협력 현황

농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하여 국내의 GS1 표준화 활동은 한

국의 GS1 MO(Member Organization)인 GS1 Korea의 표준 

보급 활동과 대학, 연구소, 기업등을 중심으로 한 표준협력 활

동이 주를 이룬다. 농식품 ICT 융합 표준 포럼에서는 2015년 8

월 Auto-ID Labs KAIST, ETRI, KT, 이지팜, 순천대학교 등

이 주축을 이루어 농식품 유통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GS1 표준을 국내 농식품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표준안 개

발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농식품 ICT 

융합 표준 포럼과 TTA에서 채택된 대표적인 GS1 응용표준안들

을 살펴본다.

1. GS1 EPCIS 관련 표준

가. GS1 EPCIS 표준 소개

GS1 EPCIS 표준은 GS1 GSMP EPC Information Service 

(EPCIS) 1.1 and Core Business Vocabulary (CBV)  Mission 

Specific Working Group (MSWG)에 의해서 제정되었다[3]. 

EPCIS는 사물 식별 이벤트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표준 정보 저

장소이며, 사물 식별 이벤트의 데이터 모델, 저장 및 정보 공유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EPCIS 표준 정보 저장소는 

바코드/RFID/지능사물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를 다양한 응용서

비스 에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07년 9월에 최초로 EPCIS v1.0을 발표한 이후로 사물의 

가공이벤트 (Transformation Event)가 새로 정의 된 v1.1 표

준이 2014년 5월에 제정 되었으며, 이는 ISO/IEC 19987:2015 

표준으로도 채택되어 있다. 2016년 9월에는 이벤트 정정 관련 

표준안을 포함하는 v1.2 표준안이 발표되었다.

나. 관련 TTA 표준

1) 농산물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정보 서비스(TTAK.KO-

10.0941)

이 표준안에서는 농식품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EPCIS

표준 인터페이스로 저장/공유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4].

그림 2. GS1 표준 기반 농산물 이벤트 정보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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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이 표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 흐름에 따른 

단계별 이벤트 발생 케이스를 도식화 하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농가에서 생산되어 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 생산 농가, 가공 업

체, 유통 물류 업체, 소매 업체를 거치며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어낸다. 예를 들면, 생산 농가에 설치된 환경 센서는 농작물이 

생장하는 환경 이벤트를 발생시키며, 가공 업체에서는 여러 식

재료가 가공되어 식품이 되는 가공 이벤트를 만들어내며, 유통 

업체에서는 소매 업체로 유통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며 최종적

으로 판매 시점에 구매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단계별 이벤트 데이터들은 농산물 이력추적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1>은 이 표준안에서 정의한 4 종류의 이벤트 중 농

산물 생산/관찰/제거 이벤트 구조 및 그 예를 보여준다. 

이 예시는 상품의 생산 / 관찰 / 제거를 모델링하도록 제

정된 ObjectEvent를 이용하여 정의되었다. Action 필드

를 이용하면 농산물이 생성 (ADD), 관찰 (OBSERVE), 제

거 (DELETE) 되었음을 지정할 수 있으며, eventTime과 

eventTimeZoneOffset을 이용하여 발생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EPCIS 표준에서 상품은 개체 (instance) 단위, 분류 

(class) 단위로 분류된다. 개체 단위는 상품 각각을 나타내며, 

분류 단위는 특정 회사에서 생산한 상품 분류에 포함되는 모

든 상품을 수량 단위와 함께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이들 각각

은 epcList 와 quantityList 필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bizLocation 필드는 상품이 식별된 공간을 나타내며, bizStep 

필드는 상품 이벤트의 비즈니스 단계, disposition 필드는 상품

의 상태를 표시한다.

또한 이 표준안에서는 이벤트들을 표준적으로 저장 및 공

유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GS1 EPCIS 표준은 Capture 

Interface를 통하여 이벤트를 표준 저장소에 저장하고 Query 

Interface를 통하여 표준 저장소에 저장된 이벤트를 획득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GS1 EPCIS는 EPCIS Document라는 정

보 유지 단위를 사용하며 하나 이상의 EPCIS 이벤트들을 담

고 있다. 이를 저장 하기 위해서는 HTTP POST 메소드를 통해 

EPCIS 표준 저장소에 GS1이 정의한 이벤트 형식에 맞는 문서

를 전달해야 한다.

2) 환경 모니터링 센서정보의 표준 스키마 및 이벤트 구조 

(TTAK.KO-10.0939)

농산물은 농가에서 생장/생산되어 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 

생장/생산/포장/판매/가공 등의 다양한 환경 (예: 생산 농가, 

가공 업체, 유통 물류 업체, 소매 업체)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센서 정보를 이용하면, 농산물 생산 

및 품질 관리에도 유용하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환경 이력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재 생장 및 유통과정에서 수집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각각의 

업체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저장/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산물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유하여 새

로운 가치(예: 환경 이력정보 추적)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복잡

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표준안에서는 농산물 생

장 및 유통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는 센서들의 종류와 이

러한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생장/유통 환경정보를 운용하기 위

한 표준 이벤트의 구조를 GS1 EPCIS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

안되었다. 또한 표준화 된 형태로 만들어진 이벤트 정보들을 

EPCIS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관 된 방법으로 저장, 공유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5]. 농산물 생장/유통 환경 모니

터링을 위해, <표 2>에 나열 되어있는 센서들에 대한 표준 이벤

트 구조를 제안하였고, 추후 비즈니스에서의 필요에 따라 그 목

록이 추가 될 수 있다.

표 1. 농산물 생산/관찰/제거 이벤트 구조

필드 형식

eventType ObjectEvnet

Action (ADD|OBSERVE|DELETE)

eventTimeZoneOffset YYYY-MM-DD’T’HH:mm:ss.SSSXXX

epcList ISO	8601	형식

quantityList (EPC,	수량,	단위)	리스트

bizLocation EPC

bizStep URI

Disposition URI

그림 3. 스마트 팜 센싱 정보 운용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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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IS 이벤트는 이미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필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를 유연하게 담을 수 있는 확장 필드를 제공한다. 즉, 비즈

니스에서 발생하는 정보 중 EPCIS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

드 만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없는 정보는 확장 필드를 통해 정

의/입력될 수 있다. 확장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필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스키마에 대한 정의가 필

요하다.

<그림 4>는 확장 필드의 구조를 설명하는 스키마의 일부를 나

타내며, 이 표준 스키마를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업체들은, 해

당 도메인의 표준 이벤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에서 정의 된 스키마를 EPCIS 이벤트

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agriculture=http://

www.tta.or.kr/epcis/schema/agriculture.xsd” 부분이 

확장 필드의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를 정의하는 부분이며 

“agriculture”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되었다. 할당 된 네임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스키마에 정의 된 필드를 이벤트에 표

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의 스키마에서 정의하고 있

는 온도에 관한 필드를 <agriculture:temperature> 25 </

agriculture:temperature>” 와 같이 이벤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GS1 Traceability 관련 표준

가. GS1 Traceability 표준 소개

GS1 Global Traceability 표준안은 GS1 Traceability and 

Event Sharing Work Group에 의해서 제정된 표준안으로 사

물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 및 

필수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2007년 최초로 표준안 작업

이 시작되어 2012년 12월 1.3 표준안작업이 완료되었고, GS1 

표준임과 동시에 ISO22005:2007 표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Global Traceability 

2.0 Interest Group을 통해 2.0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 표준안의 경우 기존의 1.0 버전에서 사물의 식별코드 값

표 2. 스마트팜 센싱 센서정보

센서 단위 측정 범위

생장 환경 모니터링 센서 – 기상환경

일사량 W/m2 0	~	3,000

온도 섭씨(°C) -30.0	~	100.0

습도 % 0	~	100

풍향 EWSN 0	~	360

풍속 m/sec 0	~	50.0

강우감지 ON/OFF 0,	1

광합성	광량 μmol/m2/sec 0	~	3,000

조도 Lux 0	~	20,000

CO2 ppm 0	~	3000

생장 환경 모니터링 센서 – 토양환경

온도 섭씨(oC) -30.0	~	100.0

수분 % 0	~	100

pH - 0.0	~	7.0

EC dS/m 0.0	~	10.0

유통 환경 모니터링 센서

온도 섭씨(°C) -30.0	~	100.0

습도 % 0	~	100

그림 4. 이벤트 확장 필드를 설명하는 스키마의 예

그림 5. 정의 된 스키마를 사용하는 이벤트 예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 ...... ......>
            ...... ...... ......
<xs:simpleType name=”temperature”>

<xs:annotation>
<xs:documentation>

Smart farm environment’s temperature
unit : (°C)
range : -30.0 ~ 100.0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restriction base=”xs:long”>
</xs:restriction>
</xs:simpleType>

...... ...... ......
</xs: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DOCTYPE project>
<epcis:EPCISDocument 

...... ......
xmlns:agriculture=”http://www.tta.or.kr/epcis/
schema/agriculture.xsd#”>
<EPCISBody>
           ...... ......                    ...... 

<bizstep>
<id>urn:epcglobal:cbv:bizstep:shipping</id>
</bizstep>
<agriculture:temperature xsi:type=”xsd:long”>25
</agriculture:temperature>
            ...... ...... ......
</EPCISBody>

</epcis:EPCIS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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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One Step Up – One Step Down” 원칙에 따라 

각 이벤트의 발생 전 단계와 발생 후 단계간의 정보링크를 유지

시킴으로써 이력추적방식이 제안되었던 것에서 발전하여 GS1 

EPCglobal 프레임워크의 EPCIS 분산 이벤트 저장기술을 활용

한 분산 이력추적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나. GS1 Traceability 관련 TTA 표준

농식품 ICT 융합 표준 포럼에서는 “농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농

산물 EPCIS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표준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중인 표준안에서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력추적 참

여 개체의 정의와 물류 이동에 따른 EPCIS Event Document 작

성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각 비즈니스 단계별로 이력

추적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안에서는 EPCIS 작성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EPCIS 

기반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방식을 같이 

제안 중이다. 설계 안에서는 각 분산 EPCIS에 확장할 수 있

는 Adaptor 형태로 설계하여 기존의 EPCIS 서버의 구조를 크

게 바꾸지 않고 이력추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

며, 이력추적 기능 이외에 EPCIS서버에 접근제어 모듈을 통

해 EPCIS에서 지원하는 API들에 대한 (Capture, Query, 

Subscribe) 접근제어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EPCIS 서버와

도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분산 EPCIS 

서버간 이력데이터 공유 방식으로는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분산데이터간 데이터 교환방

식이 논의되고 있다.

3. GS1 Pedigree 표준

가. GS1 Pedigree 표준 소개

EPCglobal Pedigree 1.0 표준안은 사물의 이력체계를 인증

할 수 있는 문서 포맷인 Pedigree 문서를 비즈니스 파트너간 상

호 교환하고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조를 정의한다. 미국에

서 Florida Drug Pedigree Act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의약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Pedigree 표준안은 이력을 관

리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보가 이력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데

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문서마다 전자 

서명이 및 인증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스템 도입에 비용과 리소

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이력인증이 필요한 고가의 

식품 산업 군에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Pedigree표준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사물에 대한 이벤트가 

추가될 때마다 문서에 누적되는 형태로 이력정보를 기록하고, 

각 단계마다 문서에 이벤트를 추가한 참여자가 (Wholesaler, 

Manufacturer) 전자서명을 함으로서 이벤트에 대한 참여자 기

반 인증기능을 구현한다.

그림 6. 농식품 표준화 포럼 이력추적 표준안의 범위

그림 7. Blockchain기반 분산 EPCIS 간 이력정보 교환

그림 8. Pedigree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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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S1 Pedigree 관련 TTA 표준

Pedigree 표준과 관련하여, TTA 표준인 "협동조합을 위한 가

축 이력 사설 인증 방법" (TTAK.KO-10.0938) 을 통해 한우와 

같은 고가의 상품에 대한 이력 인증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응용

표준이 제안되었다[6]. 이 표준안에서는 실제 국내 사설농가에 

Pedigree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고비용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대신, 농가에서 직접 사설 인

증서를 운용하는 방식을 표준화하여 작은 협동조합 단위에서도 

Pedigree 표준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안되

었다.

 구체적으로 이 표준안에서는 사설인증 Pedigree의 형식과 

단계별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

설 인증 서버 및 Pedigree 서버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그림 9>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사례별로 실제 운용 예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4. GS1 Source

가. GS1 Source 표준 소개

GS1 Source 1.2 (TSD Standard 및 TSD Product Data 

Modules Standard 포함) 표준안은 상품의 메타데이터를 정의

하고 저장 및 공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키마 정의 및 저장소 간 정보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 표준의 주요 목표이다.

GS1 Source는 <그림 10>과 같이 인증 받은 데이터 저장소들

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장소 간의 통신에 보안 프로

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GS1 Source는 상품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및 

해당 데이터가 제공될 타겟 시장 등을 기본 정보로 포함하고 있

으며 여러 가지 데이터 모듈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 정보, 용량 

정보, 사용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1>과 같이 농장, 생산자 등의 정보 제공자에 의해 표준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는 표준 쿼리 방식을 통해 제공될 수 있

다. 농축산물 식품에 대한 GS1 식별자와 타겟 시장 코드를 통

해 간단하게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메타데이터는 XML 형태

의 데이터로 나타나며 반환 받은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9. 사설인증서를 통한 조합 내 가공품의 유통과 인증 예시

그림 10. 신뢰성 있는 글로벌 GS1 Source 운용

그림 11. GS1 Source를 통한 데이터 등록 및 쿼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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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TTA 표준

농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운용에 관련하여, TTA 표준인 “농

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모델링” (TTAK.KO-10.0940)이 농축

산물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농축산물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표준으로 제안되었다[7]. 이 표준에서는 농축산물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통해 식품 

안전 소비를 도모하고, 식품의 ID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조

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식품 정보의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GS1 Source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식품 메타

데이터를 운용할 수 방법론을 정의하였다.

표준안에서는 GS1 식별자를 통한 농축산물 식품 식별 방법 

및 GS1 Source 데이터 모듈을 선택 및 확장하여 농축산물 식

품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5. ONS

가. GS1 ONS 표준 소개

Object Name Service (ONS) 2.0.1 표준안은 사물의 바코드, 

RFID 등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를 찾아주는 시스템에 대한 

구조 및 과정을 정의한다. 사물의 단편적인 정보의 검색뿐만 아

니라 사물과 연관된 서비스를 검색하고 상호 연결이 가능하도

록 정의되어 있다. 

ONS표준안은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로컬 네임 서버에 

각기 다른 사물의 서비스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물의 바코드, RFID 등에 저장된 GS1 code를 

식별자로 사용하여 분산 구조상에서 관련 서비스들을 계층적으

로 검색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ONS 표준은 <그림 13>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물에

서의 GS1 code 획득, 변환, 질의 응답 및 서비스 접근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는 국가 및 언

어 코드를 설정할 수 있고, ONS 시스템은 설정된 국가 및 언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찾아준다. 

ONS 표준안의 범위는 GS1 code 변환 방법, 서비스 데이터 필

드 규격 및 서비스 타입 규격에 대한 정의 및 서비스 검색을 위한 

질의 프로토콜 등 기술적인 내용과 활용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나. 관련 TTA 표준

농축산물 서비스 검색 시스템 표준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서

비스 탐색 구조" (TTAK.KO-10.0942) 표준이 국내외의 농축

산물 서비스들을 GS1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검색해주는 시스템 

응용표준으로 제안되었다[8]. 이 표준안에서는 농축산물의 유

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 주체가 많은 특

징을 고려하여, ONS 표준에서의 서비스 표현 기법을 생산, 유

통, 소비 단계로 구분하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표준안에서는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고려하여 농축산물 서비스 표현 기법을 생산, 유통, 소비 단계

로 구분하고 국가 및 기관 코드를 사용하여 정형화함으로써, 각 

국가/기관의 서비스 검색 시스템간의 호환성 및 데이터 공유 문

제를 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

내외의 농축산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합된 농축산물 서비스 

검색 시스템을 제시한다.

V. GS1 표준 기반 농식품 서비스                   

구축 사례

1. 중국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중국) 

중국은 기존 식품위생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 감독기

구 전문화, 식품 생산 경영자의 책임 확대, 예방 및 리스크 방

그림 12. GS1 Source 관련 TTA 표준 개요

그림 13. ONS 구조 및 서비스 탐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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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독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법을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 안

전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 대한 현지 검사 강화

로 대중국 수출과 통관에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은 2012년 Auto-ID Labs,Fudan 주

도로 20개 이상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여 시작하였다. 스마트

팜과 농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하는 GS1 표준 기반의 이력추적시

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 FDA의 지원을 받아 

수산물, 가공물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식품 안

전 시스템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뿐 아

니라, 여러 기업과의 협조로 실제 운영을 통한 시장 형성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벌써 중국 17개성에서 시범 운영중에 있

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 주해시에 국제식품 클러스터와 식

품안전연구원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기업

육성 및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EU 1169/2011 (유럽)

EU에서는 EC Regulation 128/2002 제 50-52조에 근거하

여,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과 사료에 대응하

기 위해 RASFF (Rapid Alert Systems for Food and Feed) 

를 운영하고, 식품 정보 법안 (EU1169/2011)을 통해 소비자에

게 식품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EU1169/2011은 소비자들에게 

식품 함량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분 표시의 명확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 제공 의무화, 온라인/오프라인 동일한 성분표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글로벌 표준 단체인 GS1에서는 EU1169에 대

응하는 표준으로 GDSN과 GS1 Source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7년 1월 부터 EU에서 73개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Internet of Food and Farm(IoF) 2020 이라는 초대형 프로젝

트가 시작되었는데,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식품 안전 시스

템을 개발하고, IoT 산업과 식품 안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3. FSMA (미국)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를 시행하였다. 미국 FDA

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FDA는 식품 공급 전반에 걸

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

게 되었다. 이는 미국 국내 식품 뿐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도 적용된다. FDA는 수입 업체로 하여금 공급

자 증명 제도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를 시

행하도록 요구하고, 업체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

우에는 FDA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2016년 7

그림 14. 글로벌 농축산물 서비스 검색 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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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후로는 통조림, 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 적용되던 

HACCP이,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HARPC로 강화되었다.

FSMA에 대응하기 위해 Institute of Food Technologies 

(IFT)에서는 traceability를 위한 pilo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이 프로젝트는 미농무부, 농업 국무부, 공중보건 국무부, 산

업부, 소비자 그룹, 비영리기관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관

이 참여하는 식품이력추적 프로젝트로서, 공급사슬에서 식품을 

추적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식

품 안전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위험 식품을 유통받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고 그 방법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GS1에서는 IFT traceability 의 pilo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으며. FSMA에 대응하여 GS1 코드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표

준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SUBWAY 프랜차

이즈와 같이 관련 기업들이 GS1 표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4. 국내 적용 사례 

국내의 경우 식품안전시스템 및 이력 추적시스템 뿐만 아니

라, GS1 표준을 데이타 중심 계획생산과 특화 작물에 대한 브

랜드 보호,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전략으로 활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를 

중심으로하는 완주로컬푸드의 경우 조합단위 계획생산의 불확

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개의 직매장을 대상으로 생산, 등

록, 판매 이벤트를 EPCIS 이벤트로 수집 및 관리함으로써 수

집된 데이타들을 기반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조합단위 계획

생산에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무주 천마 사업단의 

경우 KT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작물인 무주천마에 대

한 EPCIS 기반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6월 상용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력 시스템을 통한 진품인증 서비

스를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되는 특화작물의 브랜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2016년 10월 중소기업경영자협회

와 MOU를 맺어 자사의 인삼 브랜드인 "한삼인"의 브랜드 강화

와 GS1 표준 도입이 활발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으

로 GS1 표준 도입 추진을 계획 중이다[9].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식품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S1 국제 표준을 소개하고, 관련된 GS1 표준의 Work Group

과 주요 표준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내 표준안 현황을 소개

하였다. 한국의 주요 식품 교역 대상국들은 이미 글로벌 식품시

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S1 표준을 중심으

로한 표준 식품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해 다가오는 차세대 식품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은 주변국 대

비 가지는 농식품의 생산환경과 신뢰도 면에서 현재 우위를 점

하고 있지만, 주변국의 개방된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장점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국내 농산물 글

로벌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 시장에서 통

용될 수 있는 국내 식품 생산-유통환경에서의 글로벌 표준 도

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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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사물인터넷, 딥러닝, 인공지능 

2015년 성균관대학교 공학사

2017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김�대�영

정�성�관

윤�원�득김�상�식

허�세�현

2008년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2011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공학석사

2011년~현재 KAIST  IT융합연구소 연구원

2016년~현재 Auto-ID Labs, KAIST 연구원

관심분야:  HCI, Data Visualization,                           

GS1 Traceability

2011년 인하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학사

2013년 KAIST 전산학과 석사

2013년~현재 KAIST 전산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  Internet of Things, Temporal Network, 

Graph Database, Graph Middleware

김�상�태

변�재�욱

임�장�관

우�성�필

조�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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