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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편지나 소포 등의 우편물은 한해 47억 통 이상이 수되어 고객에게 배달되고 있다. 우편

서비스는 고객과의 에서 우편물 수로 시작되는데, 수 서비스는 구분  배달 부문 

등에 비해 정보화와 자동화의 진 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 서비스의 황

과 문제 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련 기술에 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의 개선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정보화 인 라와 이의 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략을 수립하고, 시스템  

기술의 단계  구축․도입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추가로 주요기술에 한 기술성검토 

결과를 간략히 언 하 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편 수 서비스 부문의 정책수립과 기술개

발에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Korea post delivers more than 4.7 billions of mails and parcels per year. Although 

postal service is invoked by mail acceptance from customers, mail acceptance service is 

not as mature as sorting or delivery service in terms of automation and informatization. 

In this paper, we reviewed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mail acceptance service, ana-

lyzed relavent technologies and foreign case-studies, and suggest an information strategy 

plan for better service. According to the strategies, we propose several action plans for 

applying adequate informa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we address important results of 

patents analysis for major technolo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de-

termining the information strategy and the R&D plan for future pos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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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편물 수명주기 가치 사슬과 본 연구의 범

1. 서  론

한해 47억 통 가량의 우편물이 우체국이나 

우편집 국(이하 집 국)에 수되며, 수된 

우편물은 구분, 운송, 배달 과정을 거쳐 수취

인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우편물의 생성에

서 배달 는 반송까지에 이르는 수명주기는 

<그림 1>의 가치사슬의 형태로 운 된다. 

우편물의 제작(생성)은 통 인 우정사업의 

역은 아니었으나 근래 들어 하이 리드메

일( 자우편), 계약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우편물류 가치사슬 

상에서 자동화기기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고객이 우편물을 수하기  

제작 단계에서 주소정보를 포함한 고객정보

를 인쇄하는데, 문자 외에도 우편번호나 고객 

ID에 한 바코드, 요 인  등이 인쇄된다. 

국내에서는 제도 인 미비 등으로 사용률이 

조하지만, 요 지불과 소인 과정을 동시에 

해결하여 고객과 우정사업자 양쪽에게 경제

, 운  이익을 주는 기기로 북미  유럽

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의 물량이 우편요

계기(postage meter, 이하 계기)를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다[1]. 특히 독일에서는 정보시스

템을 이용한 솔루션으로 확 ․보 하여 바

코드  수취인주소 인쇄 시 계기정보를 같

이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IT Frank-

ing)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계기정보를 

수취인정보에 같이 인쇄하거나 우표 부분의 

계기인 (meter indicia)에 고객정보나 우편

물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우편

수 서비스에서의 업무 효율화와 고객서비

스 강화를 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체 우편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

으며 요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

별․후납 우편물에 해서도 고객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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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형 변화에 따른 응이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8], 이에 한 연구와 고객의 

규모에 합한 시스템의 지원과 제도  뒷받

침도 요구되고 있다.

요 처리를 포함한 우편 수 서비스 련 

연구는 연구개발  컨설 의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1, 2, 8]. 한 고객과의 을 심

으로 정보기술 기반의 미래형 우편 수창구 

구축에 한 포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

다[5]. 그러나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수시

스템 개발[6]과 같은 우편 수 업무 개선을 

한 다각도의 자동화  정보화 시스템  

기반의 구축 방안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편 수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그림 1>

의 생성과 수 부분에 을 두고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해 해외사례를 포함한 

황과 문제 을 분석한 후 운용  기반 측면

에서의 개선 방안을 정보기술 도입 략과 

함께 도출한다. 이러한 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 업무 

황과 해외사례를, 제 3장에서 문제 과 개선

을 한 시사 을 분석한다. 개선 략을 제 

4장에서 제시하고, 제 5장에서 련 기술성

을 특허 주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후 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황 분석

2.1 고객 측면

수, 분류, 운송, 배달, 고객 서비스로 구

성되는 우편물류 로세스  수는 우체국

과 우편집 국을 심으로 우체통부터 창구, 

무인창구(kiosk)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서 이루어진다. 수 형태에 해 요 처

리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지   사용 국가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특히 해외에서는 기업고객

( 소형  형)의 경우 정보기술의 사용이 

일반 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수유형별 고객 구분

우표/증인 구분 수지 /국가 고객 구분

우표 우체통, 우체국 개인

스티커 증지 우체국, 무인창구 개인

계기인 취 국 소형

요 별․후납증인 우체국 소형

요 후납표시( 투) 집 국 형

자우편표시( 투) 자우편센터 개인/ 소형

인터넷우표 미국, 국 등 개인

요 별납우표 미국 소형

디지털 계기인 미국, 독일 등 소형/ 형

창 투 내 디지털 

계기인
독일 소형/ 형

다량우편물의 경우 문 제작․발송업체가 

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업체들

과 달리 미국의 다량우편물 발송업체는 형

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  업체들은 

수십 의 입 함기(inserter)를 두고 우편

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우편 서비스 뿐만 아

니라 DB 리, 개인화된 인쇄 서비스, 주문

이행 서비스, 고객 서비스, 카드 제작  

삽입 발송, 데이터 획득 서비스, 데이터 정제 

등의 솔루션 등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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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무는 창구 수  방문 수와 요

처리(요 별납, 요 후납, 계기납)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한 로세스를 분석하

고 문제 들을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수 서비스의 자동화  정보기술의 도입과 

련된 계기납 로세스에 해서만 <그림 

2>와 같이 업무 차를 제시하고, 제 3장에서 

문제 들을 요약한다.

발송인 우체국

접수 검사

발송

반송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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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발송표 처리 및 기록

우편물
수령

DM업체 우정사업본부

요금계기 사용 및
별납/후납 신청접수

우편물 접수

요금 계산
(시동표찰 및 우편요금

표시기록지 확인)

접수검사 절차

발송표 1부

신청서

계약승인
인영번호

부여

우편물

우편요금계기
소지 발송인

요금 별·후납

표시 인쇄

요금계기인영
별·후납 우편물

자국과의 계약
여부 확인

발송표, 현물 일치
여부 확인

인영의 표시 확인

접수일/계기인영
표기일자 비교

발송표, 기재사항
정당성 검사

요금계기 인영

우편물
반송

<그림 2> 수 서비스  계기납 로세스

2.2 기술  측면

<표 1>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수서비스

를 해 사용되는 기술도 다양화되고 있다. 

계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보안 알고리즘

이 용되는 디지털화된 기기로 발 하고 있

으며, 소 트웨어 솔루션으로 창 투(투명

투) 내에 계기인 을 인쇄하는 방법도 사용

되고 있다. 한 고속계기와 워크 로우 시

스템을 사용하여 형 고객의 요 후납 표시

를 체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우표를 직  인쇄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우표 

서비스는 계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

태의 2차원(2D) 바코드가 인쇄되어 우편사

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수 측면에서 사용하고 정보를 

달하는 정보시스템 한 다량등기가상창구, 

인터넷우체국 등으로 다양하다. 우정사업본

부에서 구축 인 차세  우편물류 시스템에

도 고객  시스템들이 추가될 정이다.

2.3 략  측면

미국우정의 우편산업특별 원회(MITF)는 

통합요 처리(PostalOne!)와 바코드통일화(One 

Code) 등의 1단계 사업을 지속 으로 업그

이드하고, 가격책정, 지불처리, 고객  분야

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서도 수 략을 추

진하고 있다[3, 10].

우편 자동화기기 제작업체나 솔루션 제공

업체들에서도 일 된 략(B그룹의 One 등)

을 수립하거나 랫폼(P사의 IntelliLink  

IOP 랫폼 등)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다양

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시켜 내보내고 있

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도 그 략에 포함

시킴은 물론이다.

국우정의 REMPI 로젝트에서도 제작/

수 업무  회계처리  데이터 획득 등의 

목 으로 우편물 발송목록 생성, 수, 우편

물 검증의 세 분야에서 독일우정 등과 함께 

하  시스템들을 개발하 다[9]. 

이 외에도 구분 자동화와 련된 통합처

리 개념의 로젝트들( 국우정의 AI, L사의 

APMS 등)도 우편물 수명주기 반을 바라

보는 에서 제작  수 로세스와 정보 

달 부분에서의 연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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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이  슈

수 이 고객에 한 근성 부족

∘상시  다량우편 방문 수 필요

∘ 수 방법  시간의 확  필요

∘고객과의  일원화 필요

∘무인창구 부족

∘우편요 계기 활성화 미흡

수

수 체계 미흡

∘감액기  모호성과 복잡성

∘ 수 차 간소화 필요

∘계량 업무로 수 지연

∘택배/통상 집배 혼합 운  비효율

∘ 수 황 모니터링 부족

고객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족

∘실물과 정보의 불일치

∘주소 DB 등 련 DB 연계 부족

수 이후

정보 연계 서비스 미흡

∘배달결과/반송정보 서비스 미흡

∘우편물 추  서비스 미흡

∘부정확한 통계 획득

요 처리 업무의 비효율성

∘부정확한 다량우편물 칭량

∘다종 우편물 식별 불가능

∘발송표 제출  확인

서비스 고객 서비스 미흡

∘요 인상 등의 사 통보 부족

∘제도변경 안내 부족

∘고객사 이용내역 정보 제공 부족

∘이용결과에 따른 혜택 부족

∘고객 수 황 상시 모니터링 부족

<표 2> 수 단계별 문제   이슈

있다. 물류 계획수립  실행 측면에서 필요

한 수 물량정보를 사 에 제공하는 고객에

게 요 을 감액해주는 -  략을 구사하

는 경우(미국 P그룹)도 존재한다.

3. 문제  분석  시사  도출

우편 수 서비스와 련하여 련 문헌과 

해외사례를 포함한 황분석에서 나타난 

재의 문제 과 이슈들을 수 이 , 수, 

수 이후, 고객 서비스의 네 단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각 문제 은 정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해서는 제 5장에서 연 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   이슈들을 개선할 수 있

도록 앞서 제 2장에서 분석한 기술  략 

등의 해외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몇 가지 시

사 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반 하여 자동화/정보화 운용  기

반 측면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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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시사

∘ 국의 통합처리

∘B그룹의 단일 략
우편물 수명주기 의 통합 략 수립

∘미국의 바코드 통일화

∘독일의 계기 바코드

우편물 수명주기 정보 리  우편물류 가시성 확보를 한 

체계 수립

∘미국(MITF)의 략

∘ 국의 REMPI
수 서비스 세분화  략 체계화

∘MITF의 략 실행 진도 검 기술 용  제도 변화에 따른 비

∘B그룹의 단일 략 제작/ 수 정보의 연계

∘미국의 통합요 처리

∘P사의 통합 랫폼

∘독일 Mailoptimizer 

수 분야  고객 요 결재 편의성 증 를 한 통합정보시

스템 도입

∘각종 우편요  계기 요 결재 자동화 기기 도입

∘우편요 계기

∘무인창구
고객의 요 지불에 한 다양한 채  확보

∘미국의 통합요 처리

∘P그룹의 물량정보 사  획득 감액
고객(DM업체, 발송업체)과의 력 계

<표 3> 해외사례별 시사  도출

4. 우편 수 서비스 개선 략

제 2장과 제 3장의 분석 내용을 토 로 우

편 수 서비스에서의 요소그룹별 개선 략

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고, 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본 에서 제시한다.

• 자동화/정보화 기반으로서 바코드 통합

• 운용을 한 수자동화 솔루션 도입

• 수 기술개발 장기계획 수립

• 련 제도의 개선

이  제도 부분은 다른 개선 략의 실 에 

따라 우편 련법  우편업무 편람의 각 조

항들에 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

는 것이다. 특히 계기, 인터넷 우표 등의 도

입과 련된 조항들에 한 변경안에 한 

것이며, 정보기술 도입에 을 두는 본 논

문에서는 언 하지 않는다.

4.1 바코드 통합

재 우편물에 인쇄되는 바코드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3>과 같이 요 (처리)

용, 고객용, 구분용, 부가 서비스용의 네 가

지로 나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객용과 구

분용, 부가 서비스용 바코드만 사용되고 있다. 

일반소형통상의 경우 보편  서비스 제공을 

한 가정책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로 

식별(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

tion) 기술 도입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4].

우편물 구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는 국내의 3 out-of 5 바코드를 포함하여 4

상 바코드, 미국에서 사용하는 2상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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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형태 장  단  

1안

두 바코드가 

인쇄되는 역이 

근 함

4상

∘고객측의 구 이 용이함

∘약간의 자동구분기 개조를 통해 구

이 가능함

∘요 처리 부분이 별도로 처리되어

야 함

∘포함 가능 정보의 양이 제한됨

2안

두 가지 바코드 

모두 고객이 

인쇄하는 부분임

4상
∘고객의 정보 선택에 방해되지 않음

∘솔루션 구축이 용이함

∘구분용 바코드의 인쇄 부분과 복 

가능(과도기  해결 방안은 존재)

2D

∘고객의 정보 선택에 방해되지 않음

∘솔루션 구축이 용이함

∘포함 가능 정보의 양이 큼

∘고객측 구 이 어려움( 기업 주)

∘ 재 구분체계에서 바코드 검사가 

어려움(사 검사 시스템 필요)

3안
상기 바코드 

통합
2D

∘일  바코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처

리의 수행 가능
∘  체계에서 구 이 가장 어려움

<표 4> 바코드 통합안별 장단  분석

(POSTNET)가 있다. 미국, 독일 등에서 요

처리용 계기인 으로 2D 바코드를 사용하

지만 당 10통 정도가 처리되어야 하는 구

분용으로는 아직 합하지 않다. 요 처리 

확인이나 고객바코드로써 반송정보 제공 서

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우편물 바코드의 용도 구분

각 바코드의 통합 가능성을 기 으로 방안

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바코드 

통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안) 고객용 + 구분용

2안) 요 용 + 고객용

3안) 요 용 + 고객용 + 구분용

부가서비스용 바코드는 요 용․고객용 등

에 종속시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방안에서 

배제하 으며, 2안은 필요 정보용량에 따라 

4상(4-state) 바코드와 2D 바코드를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각 통합안의 장단 은 

<표 4>에 요약한다.

통합안은 각각의 장단 과 구 용이성 등

을 고려하여 단계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고객이 1안과 2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 인 단계와 3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인 단계로 구분하여 

향후 통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2 통합 바코드 활용 방안

상기 통합안으로 제시한 바코드에서 포함

할 수 있는 정보는 우편물 ID에서부터 계기

인 에 한 보안 알고리즘 정보까지 다양하

다. 이러한 정보요소들은 바코드에 포함되어 

정보를 획득하고, 데이터웨어하우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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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보요소 활용 방안

우편물 정보

∘우편물 ID

∘종별 구분 

∘서비스 구분

∘개별 우편물 리(Data Capture) 

∘우편물 흐름 가시성 제공(종추  등) 

∘우편 데이터마이닝  리포  

∘운송, 구분, 배달 등의 모니터링

∘우정사업 내 서비스 품질(QoS) 리 

∘고객별 우편물 처리 내역 정보 제공(반송정보 포함)

∘(종별/서비스별) ABC 회계처리  이에 기반한 요 정책 수립

우체국 정보
∘발 국 번호 

∘기기 번호

발송고객 

정보

∘다량 식별 정보

∘고객번호

수취고객 

정보

∘우편번호

∘배달  정보

∘우편물 자동 구분 

∘구분 처리시 지역별 물량 확인

계기인  

기본정보

∘계기 정보

∘우편요

∘발송일자

∘생성일자

∘요 납부  처리 정보 리 

∘우체국별 계기 사용 정보 리 

∘수명주기 반의 서비스 품질(QoS) 리

∘일자별 발송  생성 정보 리

계기인  

추가정보

∘우편물 개수

∘총 등록요  

∘잔여 요

∘요 정산  회계처리

∘선납요  처리 황 리

∘요 처리 내역 일치도 리

계기인  

보안정보

∘계기 인증 정보

∘디지털서명

∘서명 알고리즘

∘요 처리 정보 보안 리(우편 사기 방지)

∘매출 보호 

∘계기인 , 인터넷 우표 등에서 조 방지

<표 5> 통합바코드 포함 가능 정보요소  활용 방안

장 과정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

다.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용도가 각기 다르

며, 일반 으로 요소 그룹 구분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정리면 <표 5>와 같다.

바코드 통합 정보체계는 향후 소포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RFID 태그에 포함시

킬 정보 측면에서도 유사한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

4.3 수 자동화 솔루션 도입

수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 근성  연

계성 등의 문제 해결과 정확한 요 결재를 

통한 매출 확보와 고객에 한 편의성 제공

을 해서는 이미 우정선진국들에서 활성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계기나 이와 동일한 기

능의 소 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계기를 본

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후 

수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각 련 주체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발송업체, 계기 공

업체)별로 코드체계, 정보 달체계, 로세

스 산화 등의 비사항들도 필요하다. 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 인 라도 구축해야 한다.

• 정보 달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구축

• 우체국 융과 연계된 선납시스템 구축

• 요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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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접수 체계 미흡

고객 정보시스템과 연계 부족

정보 연계 서비스 미흡

요금처리 업무의 비효율성

고객 서비스 미흡

ID 개념의 바코드 체계 수립

우편물 제작 및 접수 정보 연계

요금결재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요금결재 자동화기기 도입

고객 요금지불 채널 확충

기술 적용 및 제도 변화 준비

고객과의 협력관계

해외
사례

시사점

문제점

통합 바코드 체계

바코드 검증 시스템

계기인영 솔루션

중소형 우편요금계기

계기인영정보 관리
데이터센터 솔루션

인터넷우표

온라인 접수/결재 시스템

계기인영 연계 무인창구

접수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우편주소정보 관리 시스템

실물/정보 대사 시스템

전략 수립

물량정보 사전획득 시스템

접수 자동화/정보
화를 위한 체계

접수 단계에서 필
요한 S/W

접수 이전/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S/W

접수 단계에서 필
요한 H/W

<그림 4> 분석 이슈와 수업무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과의 연계

4.4 장기 로드맵 수립

개선 방안을 실행시킬 정보기술의 도입을 

해 연구개발 심의 우편 수 서비스 장

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분석했던 문제 과 

해외사례 시사 들을 수서비스 개선을 

해 미흡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개선 도구 측면에서 수 

자동화  정보화를 한 체계, 수 단계에

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수 이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소 트웨어로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는 앞 장에서 나열한 사항들로 재정리

하고, 후자는 해외에서 사용 인 것과 국내

에서 사용 이지만 개선해야 할것, 그리고 

수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그림 4>와 같이 개별 시스템들로 나열한다. 

이에 더해 분석한 문제 과 해외 사례 시사

들과도 연계시켜 요약하 다.

<그림 4>의 시스템들을 국내 실정에 맞

춰 단계 으로 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수업무 개선에 요한 정도와 도

입이 시 한 정도를 함께 ‘ 요도/시 성’ 척

도로, 개선을 해 시스템을 구 하기 용이

한 정도를 ‘구 용이성’ 척도로 두고, 이 두 

가지 척도에 따라 문가의 의견을 수렴여 

련 시스템을 치시켜 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 다.

나열된 시스템들을 요도/시 성과 구

용이성 기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각 

기 에 따라 문가의 의견을 통해 분류하여 

<그림 5>와 같이 치시켜 도표화할 수 있

다. 통합 바코드 체계의 경우 시스템의 기

기술로써 별도의 도형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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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척도를 기 으로 우측 상단 부분부터 

좌측 하단 부분으로 기술개발의 우선순 를 

둘 수 있다. 즉 계기인  솔루션이나 계기정

보 리 데이터센터 솔루션 등은 가까운 시

간 내에 개발을 시작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우표나 계기인  연계 무인창구는 개발을 늦

출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춰 개발 는 도입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측면에서 의 시스템

들을 연도별로 배치하여 <그림 6>과 같은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통합
바코드

중소형
우편요금계기

실물/정보
대사 시스템

계기인영
솔루션

계기정보
관리

데이터센터
솔루션

인터넷
우표

계기인영
연계

무인창구

계기인영
주소인쇄
봉함기

바코드
검증

시스템

온라인
접수/결재

시스템

접수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물량정보
사전획득
시스템

구
현

용
이

성
쉬

움
어

려
움

낮음 높음중요도/시급성

<그림 5> 시스템 우선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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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 련 시스템 개발 로드맵

5. 련 기술성 검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계기 는 련 솔

루션은 국내 수 서비스의 개선에 있어 

요한 킬러 어 리 이션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이에 한 련 특허를 개 으로 분석

함으로써 기술성을 검토하 다. 먼  연도별

로 등록/출원된 계기 련 미국과 유럽의 특

허 수의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미국 유럽

<그림 7> 우편요 계기 련 특허 수 변화

기술의 성장은 지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된 측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기 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악하고 

연구개발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미국특

허(USPTO)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을 통

해 596개를 상으로 기술의 요도와 

도 등을 분석하 다.

먼  요도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기술개발 필요성 측면에서 산업다

양성 척도로 봤을 때 련 기술은 기간에 크

게 상 없이 약 1.8개 정도의 분야와 련되

어 있었으며, 기술개발 시 포  혹은 융합되

는 기술 분야는 크게 변화 없는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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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 기술주기는  짧아지고 있

으므로, 기술 개발 속도  기술 변화의 정도

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기술개발 

험도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 과정에서 과거

에 이미 개발된 기술지식을  많이 참조

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여 기

술 개발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쟁 험도 측면에

서는 기술이 인정받고자 하는 권리 범 가 

 넓어지고 있으며, 기술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 도 분석의 내용은 인용수 (인용

빈도) 척도에서는 값이  높아지고 있으

므로, 해당 분야의 기술지식이 시간이 지날

수록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범 (미시수 ) 척도에서는 

련 기술은 시간에 계없이 약 1.9개 정도

의 산업분야에 피인용되고 있었으며, 범용성

의 증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우편물 수명주기에서 우편

물의 제작  생성과 수 부분에 을 두

고, 수 서비스 상의 문제 과 개선 요구사

항,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  등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편 수 서

비스 개선 략을 제시하고 바코드 통합  

활용, 자동화기기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 으며, 기술개발을 

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 다. 한 주요

기술에 해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성을 검

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의 우편물 제작  

수 분야의 기술개발에 한 정책  고려를 

한 의사결정의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단되며, 우정업무의 고객에 

한 서비스 확충 시에도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더해 

다량우편물 수 분산 방안, 우편물과 용기 

간 식별코드 연계 방안 등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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