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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velop a transportation planning system for the mail transportation network, which 
consists of 25 mail centers and one mail exchange center. The main functions of the system are adjustment 
of transportation plan, creation of new transportation plan, and calculation of expected exchange mail 
volume which are transported through mail exchange center. We develop an adjusting algorithm which 
gives a new transportation plan by deleting, adding or changing the current routes. The algorithm based 
on the transportation results of current transportation plan and mail volume data. We design and imple-
ment a planning system by installing the algorithm as the planning engine. For the practical use, the 
system is connected to the information system of Korea Post, Po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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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편운송망이란 우편물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구성

된 운송체계로, 우편운송망을 구성하는 거점에는 1개의 교환

센터, 25개의 집중국, 3천여 개의 우체국이 있다. 우편운송망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교환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국이 연결되는 교환운송망, 집중국 상호간 연결되는 집중국운

송망, 집중국과 우체국 또는 우체국 상호간 연결되는 우체국

운송망으로 구분된다. 교환운송망 및 집중국운송망은 경유 집

중국 수에 따라 직송과 겸송으로 구분된다. 직송은 경유 집중

국 없이 발송국에서 도착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를 의미하

며, 겸송은 발송국과 도착국 사이에 다른 집중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에 우편운송망은 교환운송망 중심의 순

수한 hub-and-spoke 시스템이었으나, 두 집중국간 물량이 많은 

경우 비용 절감 및 대전교환센터의 부하 감소를 위해 집중국

운송망을 통해 직접 운송함으로써 hybrid hub-and-spoke 시스템

이 되었다.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의 운송편별 발송물량 및 집중국간 OD(Origin-Destination)물량 

데이터를 이용해 교환망 및 집중국망 운송편을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발송물량은 해당 운송편의 차량에 의해 실제

로 운송된 물량을 의미하며, OD물량은 발송물량을 실제 발송 

우편집중국과 도착 우편집중국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물량을 

의미한다. PostNet은 우편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교환/집중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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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편운송망 구조

그림 2.  교환/집 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념

송망을 운행하는 운송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운송편에 의

해 실제 차량 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송물량 및 OD물량 데

이터가 PostNet에 저장된다.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에

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의 운송실적 

및 물량을 관리하고 운송편을 조정, 신설함으로써 교환/집중

국망 운송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사용자는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에서 제시한 대안을 

이용하여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최

종 결정된 개편안을 PostNet에 등록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함으로써 지속적인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ostNet과 연동하여 교환/집중국망 개편에 필

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수집된 운송실적 및 OD물

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을 조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발에 대해 다루

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운송 계획 상시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상시조정의 방법론에 대하여 다룬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방법론을 탑재한 상시조정 시스템의 개

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념

2.1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념

PostNet에는 정해진 운송구간을 지정 차량 톤급에 의해 해당 

운송일정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정기편과 당일 운송물량이 

많은 구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임시편을 등록하게 되

어 있다. 이처럼 우편운송망에는 현재 등록되어 운영 중인 정

기편이 있고 집중국간 물량데이터는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현

재 정기편을 무시하고 매일 새로운 운송편을 구성하여 적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재 운영 중인 운송편 및 운송실적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

어, 운송실적 및 사용자 입력 기준을 이용하여 현재 운송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량데이터를 이

용하여 현재 운송편 이외의 추가 운송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환/집중국망 상시조

정시스템의 기본 개념으로 운송편 조정, 운송편 신설, 교환예

상물량 산출을 도입하였으며, <그림 2>는 이러한 세 가지 개

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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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물량은 언제 어떤 운송선로 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적재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송편

별 및 운송구간별로 해당 운송편이 얼마나 자주 운행되었는가

에 대한 발생일수비율 및 물량을 얼마나 적재했는가에 대한 

평균적재율을 산출할 수가 있다. 즉, 운송편별, 운송구간별 운

송실적을 산출할 수가 있으며 이 산출된 값을 이용해 운송편

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기편의 경우 고정적으로 발생

하는 운송편으로써 발생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을 이용하여 

폐지, 편도변경, 감차, 구간변경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편도변

경 및 구간변경의 경우 어느 구간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감차

의 경우 어느 차량톤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임시편의 경우에는 발생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을 이용하여 

정기화해야 할 운송구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송일정

이나 차량톤급, 운송구간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운

행한 운송실적을 이용하여 운송편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이것을 ‘운송편 조정’이라 정의한다.

집중국간 OD물량을 이용해서는 집중국간 운송편을 신설할 

수 있다. 운송편을 신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재 정기

편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OD물량만을 이용해 운송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을 ‘신설’이라 정의한다. 현재 정기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OD물량 중 일부를 현재 정기편에 할당하

고 남은 물량으로 운송편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것은 ‘추가 신

설’이라 정의한다. 신설과 추가 신설은 OD물량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발송물량과 OD물량을 같이 고려하는 방안

으로는 현재 운송편에 대해 운송편 조정을 수행한 후 이 운송

편에 OD물량 중 일부를 할당하고 남은 물량으로 운송편을 신

설하는 것으로 이를 ‘조정 후 신설’이라 정의한다. 신설, 추가 

신설, 조정 후 신설의 세 가지 경우를 묶어 ‘운송편 신설’이라 

정의한다. 

운송편 조정은 교환망 및 집중국망 운송편에 적용이 가능하

며, 운송편 신설은 집중국망 운송편에 적용이 가능하다. 집중

국망을 대상으로 운송편 조정 및 운송편 신설이 이루어진 경

우 교환망 물량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집중국간 OD물량을 

조정 및 신설된 집중국망 운송편에 할당한 후 남은 물량을 집

중국별로 합하여 교환센터로 발송해야 하는 물량 또는 교환센

터로부터 도착하는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기존 집중국망 

운송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교환망 물

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을 ‘교환예상물량 산

출’이라 정의한다. 교환예상물량 산출은 현재 집중국망 운송

편을 유지하는 경우와 집중국망 운송편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 집중국망 조정, 집중국망 조정 후 신설, 집중국망 추가 신

설, 집중국망 신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 교환예상물량을 산

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2.2  기존 연구

우편 물류망의 교환 및 집중국 망과 같은 Hub-and-spoke망의 

운영에 관련된 연구로, 우선 Lumsden, Dallari, and Ruggeri(1999)

은 기존의 hub & spoke 시스템에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적용하였

다. 교환망 경유 비용 및 허브 운영비용보다 직송 비용이 적은 

경우 두 거점간 직접 운송을 도입하였으며, 허브 왕복 운송의 

경우 거점 i에서 출발한 차량에 대해 다시 거점 i로 돌아오는 것

이 아니라 거점 j로 가는 물량은 그대로 둔 채 허브에서 거점 j

로 가는 물량을 추가 상차하여 거점 j로 운행하게 하였다. 그 결

과 운송비용 및 상하차비용 절감, 트럭 대수 감소 밑 트럭 이용

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다. Zapfel and Wasner(2002)은 hybrid 

hub & spoke 시스템에서 허브와 거점간의 운송계획 문제에 대

한 수리 모형 및 해법을 제시하였다. 수리 모형의 경우 NP-hard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휴리스틱을 제안하였다. 휴

리스틱은 허브가 두 거점 사이에 있는 경우 및 거점간 물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모두 직송구간을 

만들어 직송 구간을 먼저 결정한 후 허브와 거점간 운송구간

을 결정하였다. 휴리스틱 적용 결과 1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한편, Taha, Taylor, and Taha(1996)는 hub-and-spoke 운송

망 평가를 위해 HUBNET이라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소프트웨

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우편물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로 박상용 et al.(2005)은 우편

운송망의 최적화를 위하여 신규 운송망의 개설이나 운송계획 

변경 대안에 대한 검증,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일반물류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로 박양병(2000)

은 물류네트워크 설계와 계획을 위한 분석모델과 의사결정지

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설계방안과 이상적인 시스템 구

조를 제안하였다. 최지영 et al.(2006)는 수배송 서비스를 위한 

트럭의 경로 및 시간을 결정하는 routing and scheduling 문제의 

알고리즘과 이를 탑재한 운송계획 시스템의 개발에 대하여 다

루고 있다. 

3.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 엔진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 엔진은 상시조정시스템과 연동하여 

조정안 수립, 신설안 수립, 교환예상물량 산출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3.1 운송편 조정안 수립

운송편 조정안 수립이란 운송편별 발생일수비율과 평균적

재율을 이용하여 운송편에 대한 폐지, 편도변경, 감차, 구간변

경, 정기화 등의 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안 수립 

순서도는 <그림 3>과 같다.

운송편 조정안 수립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정안 수립

에 필요한 데이터를 DB에서 읽은 후 운송구간별 발생일수비

율과 평균적재율을 산출한다. 임시편인 경우에는 차량톤급별, 

요일별 발생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을 추가로 산출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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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송편 조정안 수립 순서도

그림 4.  조정기  해당여부 확인

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 산출식 및 산출식에 사용되는 환산 기

준은 아래와 같다.

•발생일수비율 = 기간 중 운행일수/기간 중 해당일수 * 100

∘정기편 해당일수 : 기간 중 운송일정에 해당하는 날 수로 

운송제외조건 및 운송제한시행 조건 고려 

∘임시편 해당일수 : 기간 총 일자 수

•평균적재율 = 기간 중 운행한 일의 적재율 총 합/운행일수

∘적재율 = 파렛으로 환산한 적재 물량/차량에 적재가능 파

렛 수 * 100

∘적재가능 파렛수 : 차량톤수별로 적재가능 파렛수로 자동 

환산 

∘적재물량 = 통상 물량 + 소포 물량 + 빈 용기 환산(빈 용

기를 적재파렛으로 환산)

 

다음으로 산출된 각 운송편별 운송실적을 이용하여 조정기

준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정기편의 경우에는 폐지, 편도변경, 

감차, 구간변경의 조정을 수행하고, 임시편인 경우에는 정기

화의 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폐지 : 발생일수비율이 기준 이하인 경우

•편도변경 : 왕복 중 편도구간의 발생일수비율이 기준 이하

인 경우

•감차 : 평균적재율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구간변경 : 겸송 중 일부 구간의 발생일수비율이 기준 이하

인 경우

•정기화 : 임시편의 발생일수비율이 기준 이상인 경우

<그림 4>는 조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대한 순서도로, 편

도변경, 감차, 구간변경은 한 운송편에 대해 중복으로 해당될 

수 있다. 

조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은 직송인 경우 산출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겸송인 경우 각 운송구간별로 운송실적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운송구간별 

운송실적을 이용해 구간별 발생일수비율의 최대값을 산출하

여 이 값을 발생일수비율로 하고, 물량이 최대일 때 적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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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겸송 왕/복 발송/도착 분리

그림 6.  운송편 신설안 수립 흐름도

산출하여 이 값을 평균적재율로 한다. 또한, 겸송의 경우 운송

실적 산출을 위해서는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는 운송구간을 이

용해 왕과 복, 발송과 도착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림 5>는 겸송구간의 왕/복 발송/도착 분리에 대한 순서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우편집중국/동서울우편집중국/강릉우편집중국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우편집중국의 경우 왕 : 서울우편집중

국/동서울우편집중국(발송) - 강릉우편집중국(도착), 복 : 강릉

우편집중국(발송) -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우편집중국(도착)

으로 분리된다. 

운송편이 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발생일수비율과 평균

적재율을 기준으로 운송일정, 차량톤급, 운송구간 등 조정내

역을 설정한다. 편도변경, 구간변경의 경우 운송구간을 설정

하고, 감차인 경우 차량톤급을 설정한다. 정기화의 경우 발생

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 기준을 만족하는 운송일정, 차량톤급, 

운송구간을 설정한다. 모든 운송편에 대해 조정기준 해당여부

를 확인한 후 운송편 조정안 수립 과정은 종료된다. 

3.2 운송편 신설안 수립

운송편 신설안 수립의 전체 순서도는 <그림 6>과 같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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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운송편 신설 흐름도

그림 8.  교환예상물량 산출 순서도

송편 신설안 중 조정 후 신설의 경우 현재 집중국망 운송편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집중국간 물량을 할당한 후, 이 물량을 

사용하여 운송편을 신설한다. 추가 신설의 경우 현재 집중국

망 운송편에 집중국간 물량을 할당한 후 이 물량을 사용하여 

운송편을 신설한다. 운송편 신설은 직송왕복→겸송왕복→

직송편도→겸송편도 순으로 생성한다.

운송편 신설을 위해서는 직송 및 겸송구간 리스트를 생성한 

후, 각 구간별로 물량이 발생일수비율과 평균적재율을 만족하

는지 확인하여 물량이 확보되는 구간인 경우 운송편을 신설하

게 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서울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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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환/집 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구조

중국과 부산우편집중국간 왕복 구간에 대해 요일별 물량이 확

보되는 날 수를 계산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생일수비

율이 100%로 기준인 90% 이상이 되므로 운송일정이 월-금이 

된다. 운송편 신설이 결정되면 리스트에 운송편을 저장한 후 

신설된 운송편에 집중국간 물량을 할당하여 그만큼 물량을 제

외한다. 모든 직송/겸송 구간 리스트에 대해 운송편 신설 여부

를 확인한 후 신설안 수립 과정은 종료된다.

3.3  교환예상물량 산출

교환예상물량 산출은 운송편 신설과 마찬가지로 차수별로 

교환예상물량을 산출한다. 현재 집중국망 운송편에 집중국간 

물량을 할당한 후 남은 물량을 이용해 교환예상물량을 산출하

며, 운송편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 운송편 조정, 추가 신설, 조

정 후 신설, 신설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 교환예상물량을 산출

한다. 각 운송편에 물량을 할당한 후 일자별로 남은 물량을 이

용하여 각 집중국별로 발송물량과 도착물량을 합해 집중국→

교환센터, 교환센터→집중국으로 운송되는 일 최소/평균/최

대 물량을 산출한다. <그림 8>은 교환예상물량 산출 순서도

이다.

4.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발

교환/집중국운송망 상시조정시스템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

를 이용하여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의 운송실적 및 물량을 관

리하고 운송편을 조정, 신설함으로써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시조정시스템은 교환/

집중국망 운송편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최종 결정된 개편

안을 PostNet에 등록하며, 지속적인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4.1  시스템 구조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은 사용자 화면 단인 사용자 인

터페이스 모듈, PostNet 데이터와 연계하는 PostNet 연동 모듈,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조정 DB, DB에 대

한 접근을 관리하는 DB 관리 모듈, 조정안 수립/신설안 수립/

교환예상물량 산출을 수행하는 상시조정 엔진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9>는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구조이다.

그림에서 상시조정 DB는 PostNet으로부터 가져오거나 사용

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운송계획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를 관리하고 저장하여 상시조정 알고리즘 수행의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DB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의 주요 관

리 데이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PostNet 입력데이터: PostNet 테이블로부터 교환/집중국망

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전한 것으로, PostNet 연동 모듈을 이

용하여 이전

•사용자 입력데이터: 화면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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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시조정 엔진 모듈

데이터

•출력데이터: PostNet 원본데이터, PostNet 입력데이터, 사용

자 입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시조정 엔진 수행에 의해 출

력된 결과데이터로, 운송편 조정, 운송편 신설, 교환예상물

량 산출 데이터 저장

상시조정 엔진 모듈은 엔진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DB에

서 읽는 DB Read 모듈, 실적 및 물량 등을 산출하는 산출 모듈, 

산출된 값을 이용하여 조정안과 신설안을 수립하는 조정/신설

안 수립 모듈, 겸송 운송편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겸송처리 

모듈, 출력데이터인 조정안, 신설안, 교환예상물량을 DB에 쓰

는 DB Write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은 상시조정 엔

진을 각 모듈별로 도시화한 것으로, 조정안 수립/신설안 수립/

교환예상물량 산출은 <그림 10>의 모듈을 조합적으로 이용

하여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4.2  시스템 메뉴 구조 및 사용자 화면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은 실적물량관리, 집중국망

관리, 교환망관리, 기초정보관리의 네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메뉴는 다시 10개의 세부 메뉴로 구분된다. 또한 

각 메뉴별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팝업 형태의 상세 

화면이 존재한다. 각 메뉴별 수행 기능은 다음과 같다. 

4.2.1  실적물량 관리

실적물량 관리는 현재 운행되는 운송편 현황 및 운송편 실

적, 물량 흐름 등을 조회하는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메뉴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림 11>은 구현된 사용

자 화면이다. 

•운송편 실적현황: 최근 30일간 운행한 운송편을 발생일수

비율 및 평균적재율을 기준으로 구간대로 구분하여 조회

•정기편 현황조회: 정기편 수를 왕복/편도 및 톤급으로 구분

하여 조회

•운송편별 실적조회: 운송편별 발생일수비율 및 평균적재율

을 상세 조회

•운송망별 물량조회: 수도권/지방간 또는 청간 운송망별 물

량 조회

•교환물량 상세조회: 교환망을 통해 운송된 물량을 도착 집

중국별로 조회

4.2.2  집중국망 관리

집중국망 관리는 집중국망 운송편에 대한 조정안 수립, 신

설안 수립의 2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별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그림 12>는 메뉴별 사용자 화면이다. 

 

•집중국망 조정안 수립

∘집중국망 운송편 중 조정 운송편을 조회(폐지, 편도변경, 

감차, 구간변경, 정기화)

∘조정내역 반영 후 추가로 신설 가능한 집중국망 운송편 

생성(조정 후 신설)

∘운송편 조정 및 신설 전후 운송편수 및 교환예상물량 비교

•집중국망 신설안 수립

∘현재 집중국망 운송편 이외에 신설 가능한 집중국망 운송

편 생성(추가 신설)

∘현재 집중국망 운송편을 유지하지 않고 신설 가능한 집중

국망 운송편 생성(신설)

∘집중국간 물량 추이를 정기편 및 교환망과 임시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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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 물량 리 화면 

      

그림 12.  집 국망 신설안 수립 화면



우편운송망에서의 운송편 관리를 위한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발 129

선로코드 운송편명 발송국 도착국 운송일정 차량톤급

0001043 센터-창원집왕 대전교환센터
창원

우편집중국
화～토

11톤 2대
5톤 1대

0001046 센터-남울산왕 대전교환센터 남울산우체국 화～토
11톤 1대
5톤 1대

0001090 센터-천안집왕 대전교환센터
천안

우편집중국
화～토

11톤 2대
5톤 1대

0311001
청주집

대전교환왕복
청주

우편집중국
대전교환센터 월～금 11톤 2대

0501001 광집센터왕복
광주

우편집중국
대전교환센터 월～금

11톤 2대
8톤 1대

0702016
대구집

남울산왕
대구

우편집중국
남울산우체국 월～금 8톤 1대

0702027 서울국제임시
대구

우편집중국
서울

국제우체국
월～금 5톤 1대

표 1.  임시편 중 정기화 대상 운송편

분하여 그래프로 조회

∘운송편 신설 전후 운송편수 및 교환예상물량 비교 

4.2.3  교환망 관리

교환망 관리는 교환망 운송편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하는 메

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3>은 교환망 조정안 수립의 사

용자 화면이다.

•교환망 조정안수립

∘교환망 운송편 중 조정 운송편을 조회(폐지, 편도변경, 감

차, 구간변경, 정기화)

∘교환망 운송편 조정 전후 운송편수 비교

그림 13.  교환망 조정안 수립 화면

4.2.4  기초정보 관리

기초정보 관리는 교환센터 및 집중국 등 거점의 위치 관리 

및 거점간 거리시간 관리의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거

점 위치는 거점간 직선거리 산출시 활용되며, 거점간 거리시

간은 집중국간 겸송구간 산출시 집중국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으로 활용된다. 

•거점별 위치관리: 거점별 주소 및 좌표를 등록, 조회

•거점간 거리시간관리: 거점간 거리와 시간을 등록, 조회

4.3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활용

개발된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은 PostNet 운영서버

와 연동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2007년 2월에는 설 특별소통 

기간에 대비하여 교환망 및 집중국망 임시편 중 많이 발생하

는 운송편을 정기화하기 위해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을 사용하여 운송편 조정안을 수립하였다. 운송편 조정은 지

난 2006년 1년 동안 발생한 임시편 중 발생일수비율이 90% 이

상, 적재율이 90% 이상인 운송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은 임시편 중 정기화 대상 운송편을 나타내고 있다. 총 7편의 

정기화 대상 운송편 중 실제 2편이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

으며, 이 이에도 수시로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을 이

용하여 운송편 조정 및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시스템의 개발 효과는 기존의 수작업을 시스템화함으로

써 운송편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데 있다. 기

존에는 PostNet으로부터 획득한 엑셀 파일 형태의 물량 데이터

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계산함으로써 운송망 개편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러한 기능을 시스템화함으로써 빠른 시

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대 지난 1년 동

안의 실제 운송 실적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므로 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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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더 효과적인 운송 계획

의 변경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량 데이터 및 운송 실적을 활용하여 운송편 

조정, 운송편 신설, 교환예상물량 산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

는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우

편 운송망에는 현재 등록되어 운영 중인 정기편이 있기 때문

에 이 정기편을 매번 무시하고 새로 운송편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환/집중국망 상시

조정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 운송편의 실적을 이용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집중국간 OD물량을 이용하여 추가 운송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교환/집중국망 상시조정시스템은 사용자 화면 단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PostNet 데이터와 연계하는 PostNet 연동 모

듈,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조정 DB, DB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DB 관리 모듈, 조정안 수립/신설안 수립

/교환예상물량 산출을 수행하는 상시조정 엔진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운송편 운송실적 및 집중

국간 OD물량 데이터의 자동 획득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하

는 기준을 입력하여 교환/집중국망 운송편에 대한 조정안, 신

설안 수립 및 교환예상물량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수

작업에 비해 시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추후 연구방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과거 데이터를 그

대로 활용하는 것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예측된 물량이나 당

일 실시간 물량을 활용하여 운송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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