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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CVS 기반 주소지 자동 기표지 출력 시스템

최재호*․정양권**

Automatic post address print out system based on QRcode or CVS

Jae-Ho Choi*․Yang-Kwon Jeong**

요 약

본 연구는 우편 수창구에서 고객이 우편물을 보낼 때 마다 사용자의 불편한 문제 을 도출하고,  많은 사용

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 화 단말기에 장되어 있는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의 보안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

지 않고 우편물의 주소 정보를 우체국 수창구 단말기(포스 넷)로 주소 정보를 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제안 방법은 사용자의 정보를 포스 넷의 2차원 바코드(QR 코드)로 변환한 후 포스 넷에서 QR 코드를 

독하는 방법과 블루투스 등과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주소 정보를 텍스트 화하여 포스 넷에 

송하는 방식이다. 본 제안 방식에 의하여  우편 수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모바일용 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

고 출력해  뿐만 아니라 우편물 수담당자의 업무를 개선하고, 편리에 따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problems in sending mails at the postal service reception desks and proposes a system which 

transmits address information to POSNET(the terminals at post office reception) without the use of an additional security system based 

on address information which is stored in the terminals of mobile phones. The system proposed transforms the information of users 

into two-dimensional barcode(QR code) of the POSNET and a number of address information is texturized and transmitted to the 

POSNET with the use of how to read QR code and LAN such as bluetooth. When the system proposed is connected to the postal 

reception system, it can create and output mail addresses for mobile computers automatically and contribute to better performance for 

the post office reception clerks and better econom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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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상 으로 우편물 리를 효율 으로 리할 목

으로 몇 가지의 방법들이 운 되고 있으며, 그 사례들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사례  하나로, 이용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우편물에 필요한 정보(발송인, 수취

인주소 등)를 가 수하고 종추 정보 등을 실시간으

로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 다른 사례로 

인터넷을 통한 후불 계약제로 기업체나 개인 등이 우

편물의 내용  주소를 산매체에 수록하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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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통하여 수시키면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이

를 산자료의 형태로 우체국 자우편 제작센터(이

하“제작센터”)나 배달우체국으로 송하여 수취인 소

재의 인근 우체국 자우편제작센터나 배달우체국에

서 우편물로 제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우편서비스가 

있으며, 산 과 련된 리서비스인 사업자 포탈의 

경우로 우편번호조회, 국내 국제우편물 종추 조회  

EMS/K-Packet(온라인 쇼핑상품(2㎏이하 소형물품)에 

하여 발송인과의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로 배

송하는 온라인 용 국제 우편서비스) 수가 가능한 

오  API를 제공하여, 요청에 한 결과는 xml 형태

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형태로 구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1-2]. 즉, 우편번호 API(읍, 면, 동을 입력하여 우편

번호 조회 서비스 제공), 종추 API, EMS/ K-Packet 

종추  API(등기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종추  조회

를 하는 서비스 제공), 다량등기 수 API(등기 수 

시 필요한 정보를 송하는 서비스 제공)등이 활용 

되고 있다1). 이상과 같이 다양한 우편물 련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지만 우체국의 우편물 리와 편의  

택배 시스템 역시 사용자가 우편물의 주소를 일일이 

직  입력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에게 디지털화된 발신  수신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 다[3-5].

Ⅱ. 국내외 도입사례

우편물의 간편 리를 목 으로 해외 사례로 국

의 Royal Mail도 미국의 USPS와 마찬가지로 고객 

유형에 따라 온라인 수체계를 달리하고 있다[3-4]. 

다량우편을 발송하는 규모 기업을 해서는 OBA(: 

Online Business Account, 업무용 온라인계좌)를 부

여하여 선 정보 입력과 종추  등 련 보고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채 을 별도로 운 하고 있다[6-8]. 

Royal Mail은 다량우편발송자를 해 Red Tag라는 

지능형 바코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발송자

는 OBA를 통해 우편물에 한 매주문을 생성함으

1) http://www.endicia.com

로써 온라인 수를 하고, 종추  정보와 기타 련 

보고 내용도 추후 OB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2). 

표 인 PC Postage 사업자로는 stamps.com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2000년  반 USPS가 인터넷 

우표를 처음 개발하던 시기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

다. 재는 약 32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8천 5백만 

달러의 매출(2008년 기 )을 기록하며 안정 인 사업

을 하고 있다3).

stamps.com에서 이용할 수 있는 PC Postage의 종

류는 NetStamp, Mailing, Shipping의 세 가지이다. 

NetStamp는 용라벨지에 2차원 바코드로 되어 있는 

우표를 출력하는 기능이고, Mailing은 투에 우표,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서비스

이다4). Shipping은 소포에 한 배달 송장을 출력하

는 기능이다[9].

그림 1. stamps.com

Fig. 1 stamps.com

stamps.com은 회원가입 후 소 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유료 기본 

요 제도로 운 된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무

료 사용 시험 기간  립 , 라벨 지와 같은 소모

품을 소량 제공하고, PC에 USB로 연결할 수 있는 디

지털 울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울은 우편물의 

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산출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stamps.com의 PC Postage 사용

은 시스템 속→ 량 측정→우편서비스 종류 선택→

우표 출력  부착→집배원이나 우체통에 실물 수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단, 등기 혹은 발송증명, 내용

2) http://www.usps.com

3) http://www.royalmail.com

4) http://www.stam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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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등 특수취  서비스는 인터넷우표여부와 상 없

이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야하는 시스템이다. 우편

요 은 USPS가 고시한 일반 요 과 동일하게 용하

고 있다. 그러나 회원 종류에 따라 무료  할인 혜

택이 조 씩 다르게 제공된다. stamps.com은 월 기본

요  납입에 의한 회원제로 운 되며 개별 우표 가격

은 사용자의 선납계정에서 공제되는 형태이다. 가장 

기본 인 서비스의 월 기본요 은 19.99달러이며 4주

간의 체험서비스, 5 운드 디지털 울 무료 증정(50

달러 상당), 인쇄용 라벨, 20달러 상당의 온라인 우표 

쿠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포의 발송물량이 많은 

고객은 월정액 34.99달러의 사업용 견  서비스를 이

용할 수도 있다5).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와 같이 고객이 모바일 는 개인용 컴퓨터

를 통해 발신자 주소, 성명, 연락처와 수신자 주소, 성

명,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앱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안 역 개발 단계에서 기술하

겠지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 하게 서버 단에 

송하는가와 송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클라이언

트(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곳)까지 수보호를 응

답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우정사업 본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편 는 

융업무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http://www.usps.com

그림 3. 네트워크 구성도

Fig. 3 Network configuration

그림 4. 보안 연계 방안

Fig. 4 Security network method

자 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에서 키보드보안, 안티바이러스  개인방화벽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운 하는 방법, 다수 자상

거래 사이트에서 자결제를 진행할 때  언 된 기

능을 해서 바이 리 러그 인을 사용하는 방법, 자

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화면 키보드, OTP 이용  

라우  auto form filter기능 등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상의 방법들은 보안 비용 

비 효율성 문제, 유지보수 비용 문제 등이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 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효율 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시스템 제안  구  

사용자의 모바일에 장된 주소, 화번호, 성명, 

우편번호 등의 핵심 정보를 안 하게 송하는 방법

을 본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한다. 통상,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의 모바일에 내장된 정보를 우편 수창구의 

단말기로 송하기 해서는 인증된 앱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소와 같은 송·수신자의 정보를 우편 수

리서버로 송을 하는 단계, 서버에 등록된 주소 정

보가 수창구단말기로 송되어 사용하기 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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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된 식별번호(우편 리에 사용될 유일무이한 수번

호)를 심으로 추가 정보에 해당하는 량, 규격, 요

 등을 입력하는 단계로 기존 방법들이 구성된다. 

본 제안 시스템은 존하는 시스템에 별도의 보안 

솔루션의 추가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그림 5. 구성도

Fig. 5 proposed configuration

그림 5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모바일에 기록된 성

명, 주소, 화번호, 우편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선택

한 후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로 변환을 한다. 다음

은 우편 수창구에서 QR 리더기를 이용하여 상기 

성명, 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읽

어 출력에 필요로 하는 포스 넷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출력 라벨 지를 출력하는 차로 구성한다. 이러한 

단계  차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보는 순수한 

텍스트 정보로 구성하도록 하여 우편 수창구인 클

라이언트에 특별한 보안 로그램 없이 순수 텍스트 

데이터만을 이 할 수 있다[7-9]. 여기서 보다 더 안

한 차를 이행하는데 숫자와 문자, 공백으로만 구

성된 주소 정보를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주소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어 더 안 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먼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제안한 앱을 기반으로 그림 6에서와 같이 개

인 발송과 그룹 발송의 기능으로 구성을 한다. 개인 

발송에서는 출력하고자 하는 주소 정보가 한 개 는 

2개 정도의 소수 주소의 정보를 추출하고자 할 때 사

용하며, 그룹발송의 기능은 다수 주소를 리하는 가

능으로 작게는 1곳에서 수백까지 다량의 발송 주소지

에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림 6. 기화면

Fig. 6 First Page

그림 5에서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에서 구동이 되는 

앱은 개인발송, 그룹발송, 주소 리, 그룹 리 등과 같

이 주소를 리하는 기능을 구비하여 사용자의 연락

처에 장된 기  정보를 가지고 보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로 용이하게 주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특정 사용자의 단말기

에는 다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환경에서 

주소 정보를 순수한 텍스트로만 구성하며 모바일에서 

클라이언트 단계로 정보를 이동하는데 텍스트 필터 

기능만으로 바이러스 는 보안 문제 을 안 하게 

극복할 수 있다. 즉, 정형화된 정보 형태 즉 주소 정

보를 QR 코드 는 순수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우

체국 수창구 단말기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다.

그림 7. QR 코드 화면

Fig. 7 QR cod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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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받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 제안하는 앱에서

는 QR 코드 형태로 그림 6과 같이 받는 사람이 다수

인 경우에는 CVS 형태로 변환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우편 수창구 단말기에 특정한 보안 시스템 

구축 없이 송할 수 있다. 변환된 QR코드는 수 단

말기에 부착된 카메라 는 리더기를 이용하여 QR 주

소를 쉽게 복원할 수 있으며 다량의 주소가 포함된 경

우 CVS 형태인 순수 텍스트만으로 구성하여 단말기

에 블루투스 통신 등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하는 단계로 매우 용이하게 정보를 송할 수 있다. 

실제로 우체국에서 다량 우편물 100통을 수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 정보를 입력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30분 이상이 요구된 반면에 본 제안 앱을 사용하는 경

우 3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

이며 높은 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량 

수자의 경우 수 번호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소량 

수자가 다량 수자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 과 수창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업무의 비

효율 인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Ⅳ. 제안 시스템 도입효과

본 장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없이 바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매우 편리하게 주소 정

보를 우체국 수창구 단말기로 송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모바일 는 개인용 컴퓨터

를 통해 발신자 주소, 성명, 연락처와 수신자 주소, 우

편번호, 성명,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하는 앱  응용 로그램에 의해 송·수신에 요구되는 

주소 정보를 QR 코드 는 CVS 텍스트 정보만으로 

변환하여 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안 방법은 보

안 솔루션 없이 QR 코드로 송된 정보를 클라이언

트(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곳)에서 용이하게 수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우

편물 발송 리, 요  결제 모듈, 기표지 부착을 한 

기표지 출력 모듈, 우편물 수 요청 모듈, 우편 수 

신청 내역 조회 모듈 등의 일련의 작업이 더불어 용

이하게 이루어지는데 시 지 효과도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제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는 장

으로는 우체국 수담당직원이 주소(편지, 기표지 

등)를 일일이 입력 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 고

객의 부정확한 주소작성 등으로 인한 우편 수 시

간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 우편 수 담

당자의  효율성 노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 수 

할 주소 양이 많을 경우 한 장의 수증으로 처리

가 가능해진다는 장 이 있다. 한, 기존고객 수 

에 신규고객을 수하지 못하는 문제 이 해소된다

는 과(일단의 기존고객 수증 발행 후 신규고객을 

수해야 됨), 노약자를 도와줘야하는 환경에서 우체

국 수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감 해소와, 주소오류 시 문의 

후 정정 입력 등의 잡무로 인한 신속성 향상과 수

직원의 오류입력( 화번호 등)을 사 에 제거할 수 

있는 등의 효과로 인하여 신속ㆍ정확한 배달 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편의  택배, 농가 과일 생산자, 

일반 택배 상 등의 시스템에 목하는 등 다양한 

유사 택배 업무에도 용이 가능하며 그 도입효과

가 기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구 하여 수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우편물 수량에 따라서 기하 수  처

리 시간 단축  활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용자의 문 지식 없이도 즉시 장에서 사용 가능

할 수 있었다. 

제안 시스템을 나주시 내 우체국에서 100통의 등

기 우편을 발송하고자 한다는 가정 하에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수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약 30분 정도

가 요구되었으나 제안 시스템의 경우 약 3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특히 사  사업을 비 해 놓은 경우 

약 2분정도의 소요로 활용도가 높게 나왔으며 수창

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편

리성과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 농산물 생산자, 

택배사, 편의  택배 시스템에 용할 경우의 수요조

사를 해 본 결과 편리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고 



JKIECS, vol. 11, no. 1, 113-118, 2016

118

볼 수 있었다. 이는 고객 스스로가 시스템을 통해 우

편물의 발송이력을 리할 수 있다는 장 과, 카운터

의 도움이 없이 장에서 발송인과 수신인에 한 정

보를 근간으로 손쉽게 기표지를 출력할 수 있는 등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우체국 방문 수를 개

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기업청 산학 력의 콘소시엄사

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References

 [1] Y. Shin, “Post Office Internet research 

development direction for implementation u 

Post,”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vol. 12, no. 2, 2007. 

pp.120-129.

 [2] J. Lee, H. You, C. Choi, and M. Jun, “A Design 

Secure QR-Login User Authentication Protocol 

and Assurance Methods for the Safety of 

Critical Data Using Smart Device,” J.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vol. 37C 

no. 10, 2012, pp.949-964

 [3] J. Choi and Y. Jeong, “Automatic  Mailing 

Cover Printing System for Mobile,” In Proc. the 

Korea institute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Science vol. 8, no. 2, 2014, pp. 342-344. 

 [4] J. Choi and Y. Jeong, “Automatic post address 

print out system based on QRcode or  CVS,” 

In Proc. the Korea institute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Science vol. 9,  no. 2, 2015, pp. 

484-487. 

 [5] C. Liu and H. Wechsler,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of Gabor feature for face 

recognition,” IEEE Trans. Neural Networks, vol. 

14, no. 4, July 2003, pp. 919-928.

 [6] E. Osuna, R. Freund, and F. Girosi, “Training 

Support Vector Machines: An application ot face 

detection.” Proc.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CVPR), San Juan, Puerto Reco. 17-19 

Jun 1997, pp. 130-136.

 [7] J. Jo, “A Car License Plate Recognition Using 

Colors Informati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and Neural Network,”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5, no. 3, 

2010, pp. 304-308.

 [8] ZK. Choi, “Vehicle Collision Avoidance 

Sensor with Interference Immunity to Own 

Transmitted Sig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2, 2013, pp. 433-438.

 [9] T. Kim, Y. Rhee, and S. Kim, “Implementation 

of a Microwave Doppler Sensor,”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no. 2, 2009, pp. 75-81.

자 소개

최재호(Jae-Ho Choi)

1989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석사) 

1998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박사)

2008년∼ 재 - 송원 학교 컴퓨터정보학과 재직

※ 심분야 : 상 인식 시스템  이미지 패턴

인식

정양권(Yang-Kwon Jeong)

1988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석사)

1996년 조선 학교 학원 졸업

(공학박사)

1989년∼ 재 - 동신 학교 컴퓨터공학과 재직

※ 심분야 : - 범죄 장스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