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국 이름
재미있는 우편상식+

1)

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국 이름

박 종 흥*
인터넷, GPS, WiFi와 같은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10년 전 만해도 전문가 그룹, 그 전에는
군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알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용어였지만 휴대폰, 인터넷, 네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기들이 보편
화되면서 평이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한 때는 “기술”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되곤 한다.
우정정보지의 특성상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쓴다면 독자들은 아예 들쳐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칼럼을 기술보다는 편안한 그래도 상식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상식+”란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
다. 우편의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독자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I. 우체국 이해하기

“광화문 우체국”, “광진우체국”, “둔산우체국”과 같이 동네 이름을 앞에 붙인 우체국 외에도 “우
편집중국”, “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란 간판을 단 건물을 종종 본다. 우체국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체국”이란 용어 대신 “총괄국”, “집배국”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언뜻 그게 그거 같지만, 당사자들은 그 용어를 통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
다. 이처럼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우체국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도 그
냥 Post Office라고 하면 될 듯한데, “Mail Center”, “Mail Sorting Center” 등 다양한 표기
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체국 업무에 따라 이름과 기능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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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은 누군가 우체국에 가서 소포나 편지를 내게 보내면 집배원이 알아서 우리 집까지
그것을 배달한다고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체국과 관련된 일을 하
고자 한다면 우편물이 배달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
국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편물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Ⅱ. 우체국의 다양한 역할과 이름

우체국은 도시, 산간벽지, 섬 지역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편지며 소포를 배달한다. 일반 택
배 회사와 비교해 볼 때 우체국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바로 방방곡곡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 망
(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는 3,600여 개의 우체국을 이용하면 편지
와 소포를 전국 어디든 배달할 수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이다.
3,600여 개나 되는 우체국들 중 대부분은 우편물을 접수하고, 구분해 운송·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부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간의 우편물을 전달만 해 주거나 우편물을 수집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차별화된 우체국 기능을 두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우편을 전달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편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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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운영 주체에 따라 나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반 우체국과 나라에서 우편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임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대형 기관이나 건물의 요청
에 따라 무상으로 설치하는 무상임차국 등으로 나뉜다. 우체국은 보통 시․군․구 등의 기초
자치 단체 단위로 1국이 설치되거나 동이나 면 단위로 1국이 설치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국
가가 직접운영하지 못할 경우 1면 1국 설치 방침을 지키기 위해 “별정우체국”, 즉 개인이 시설
을 갖추고 나라가 위임한 일정 업무를 맡고 있는 우체국을 운영한다.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우편취급국은 예금과 보
험을 취급하지 않고 우편 업무만 맡고 있고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 무상임차국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설치되며 우편물 취급이 많은 관공서
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고유 업무와 규모를 정의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직위에 따라서는 서기관국(4
급), 사무관국(5급), 주사국(6급), 주사보국(7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체국들은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 다시 집배국, 무집배국, 우편집중국 등으로 나뉜
다. 집배국은 총괄국이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수집과 배달 업무를 모두 한다. 창구 접수 업
무와 집배원이 우체통에 담긴 우편물을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반송
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집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무집배국은 대개 창구
에서 우편을 접수하는 업무만을 맡는데, 총괄국의 관할 아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내국이라고
도 부른다. 곧 우편물을 수집하거나 배달하는 일은 다루지 않고, 오직 창구 업무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집배국은 무집배국에 비해 큰 규모이며 우리나라 우체국 가운데 집배국은 500여 개이
고, 무집배국은 3,000여 개에 이른다.
우편집중국은 앞에 말한 우체국들과는 기능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이다. 이 집중국은 우편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작업 구분을
기계로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규모가 축구장보다 크다. 그 큰 공간에 대형 소
포구분기, 패킷구분기, 서장(편지)구분기들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저녁과 밤 시간에 매우 바쁘
게 돌아간다. 저녁 시간에만 가동하는 이유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들이 운송차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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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하면, 밤 새 구분한 우편물을 새벽에 다시 우체국으로 옮겨야 그 다음 날 고객에게 전달
되기 때문이다. 우편집중국은 우체국간의 우편물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편 물
량과 운송 거리, 그리고 보유한 설비들의 처리 능력을 감안해 관할 집배국과 무집배국을 포함하
는 수용권역을 설정하고 조정하면서 운영한다. 요즘은 다량 우편물을 제작하는 전문 기업들이
아예 이 집중국에 상주하면서 우편물을 만들어 접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
라에는 전국에 25개의 우편집중국(Mail Center 또는 Mail Processing Center)과 이와는
좀 다르지만 유사한 크기 우편물류센터가 3 곳에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물량 변화에 맞추어
추가로 집중국이나 물류센터가 건축될 예정이다.
[그림 1] 우편물 소통 흐름도

이와 같은 기능별 우체국의 명칭을 알았으니 이 이름을 사용해서 우편물 소통 과정을 그림을
이용해 살펴보자.
먼저 우편물은 보내는 사람이 우체국(이 때는 접수국이라 부르며, 집배국과 무집배국 모두 해
당)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모두 그 지역 우편집중국(같은 집중국이라도 이럴 때는 발송 집중국
이라 부름)으로 보내지고 행선지별로 분류(구분)된 후 다른 지역 우편집중국(마찬가지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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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국이라 부름)으로 이동되고, 이것을 다시 구분해 수신자가 살고 있는 인근 우체국(배달국/
집배국)으로 배달된다. 이처럼 우편물이 우체국을 옮겨 가는 단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우체국이
라도 접수국, 배달국이라고 불리며, 동일한 집중국이라도 우편물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발송집
중국과 도착집중국으로 불린다.
이와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편물의 배달과정에서 기능별로 달라지는 이름과 그 이
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능별로 우체국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확한 우편 업무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습관이다. 이런 모든 우편
시설들을 일반인처럼 단지 “우체국”으로만 부르면서 일한다면 우편관계자들의 업무는 바로 마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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