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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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기들이 보편
화되면서 평이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한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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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구분기 도입
1990년 대 말 우리나라 우편소통체계 개편 중 하나는 집중국의 도입이었다. 이는 집중국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해서 증가하는 우편물, 즉 서장(편지)과 소포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
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 역할을 다한 소포구분기는 도입한 지 어느덧 십수 년이 흘러 교체
시기가 돌아왔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소포구분에 활용하기 위해 성능
이 좋은 것을 찾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소포구분기를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들을 입찰에 초대
하였다. 도입 결과 유럽형 구분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유럽 내에서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제작국가와 제작기업체가 달라 구분 방식이나 세부 기술들이 제각각이었고 일본에서 도입된
* ETRI 우정물류기술연구부장, jpark@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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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도 있었다. 소포구분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당시 가격 조건과 집중국 특성에만
맞으면 되었지 기술적인 내용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루라도 먼저 현장에서 소포가 자동
으로 구분되기만을 기대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소포구분기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기계에 대한 기술이 점차 익숙해
졌다. 수명이 오래되어 소소한 고장이 빈번해지고, 그럴 때마다 간단한 수리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국내 기술진으로서는 점점 탐탁지 않은 일이 되었다. 외국산 제품이라
기계에 함부로 손 댈 수 없었고, 고장이 나면 당장 소포구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크건 작건 간에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도전이 계속되면서 소포구분기의 부분적인 개량과 개선이
국내에서 진행되었다. 급기야 2008년 전주집중국의 소포구분기의 대대적인 개선이 국내 기술
진과 기업에 의해 완성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포구분기 기술이 개발될 것처럼 보였으나, 그 시장 규모가 작고 도입 시기
가 불확실해 경제성 분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등 본격적인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
다. 즉, 몇 대 안되는 소포구분기는 기존처럼 외국산 제품을 들여오는 방법이 위험을 무릅쓰고
개발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2010년에 와서 기존 구분기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소포물량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기기교체 및
신규도입 비용이 막대해짐에 따라 반전되어 적극적인 개발 검토 대상이 되었다.
2012년 현재 최신 성능을 갖춘 소포구분기는 거의 100억 원대 수준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집중국에 도입된 덴마크의 크리스플란트사(Crisplant)와 네덜란드의 반더랜드사(Vanderlande)
제품 가격은 국내 설치 공사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유사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0년까지 교체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소포구분기를 감안하면 무려 2,000
억 원대의 시장이 눈앞에 보이고, 더불어 민간 택배 시장의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이보다
훨씬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체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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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포구분기 종류와 성능
소포구분의 형태를 보면 일직선상에 컨베이어를 설치해서 소포가 지나가면 직원이 수동으로
감별해서 구분하는 재래식 방법부터 아예 집중국 게이트에서 인입구에 파렛을 뒤집어 소포들을
한꺼번에 떨구어 놓으면 자동으로 일렬로 정리(일명 싱귤레이터라 함)하고, 어느 면에 바코드
가 붙여 있던 다 읽을 수 있는 6면 인식 스캐너 장치까지 겸비한 최신 루프(loop)형 소포구분기
까지 그 종류와 성능이 다양하다.
루프형 소포구분기가 시장을 지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방식 위주로 우리나라
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슬라이드 슈(Slide Shoe)형, 기계식 트레이(M-tray)형, 전기식 트레
이(E-tray)형 그리고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크로스벨트(Crossbelt)형 소포구분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슬라이드 슈형 구분기는 말발굽 모양의 검정색 바가 봉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며, 소포의 크
기에 맞추어 바의 개수를 지정하고, 구분 슈트 위치에 따라 좌우로 움직여 우편물을 떨어뜨리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편물 크기에 따라 분류 능력이 가변적이고, 작은 우편물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끈이나 얇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포우편물은 처리 가능하다. 주로 시간당
7,000개 이하의 처리에 적합하여 중소형 우편집중국에 많이 쓰인다. 유럽의 반더랜드사, 밴리
엣(Vanriet)사, 일본 후쿠요 등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8개 우편집중국 및 유통 물류 업체
에 도입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시간당 10,000개 처리 이하 중소형 물류센터에 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방식은 구동모터가 1개로 고장 시 전체 구분기 가동이 중지되고, 부품 수가 많아서 유지보
수가 복잡하며, 대용량 처리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어 소포우편물 증가추세를 볼 때 향후 집중
국에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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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슬라이드 슈(Slide Shoe)형 소포구분기

기계식 트레이(M-Tray)형 구분기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구분구에서 단순하게
레버를 작동시켜 구분하는 무구동배출 방식의 트레이 구분기를 의미한다. 소포를 싣고 운반하
는 트레이는 주로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표면 마찰계수를 작게 하여 인입구에서 소포를 싣고
구분구에서 소포를 떨궈내기 쉽도록 하였다. 큰 화물이 많으면 두 개의 트레이에 한 개의 소포
를 올릴 수도 있으며 정형화된 박스나 의류 포장용 봉투 형태의 우편물은 분류 가능하나, 끈이
나 얇고 습기 많은 우편물, 스티로폼 박스 등은 분류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도입 비용은 중저가
로 시간당 10,000개 이하 처리 규모의 중소형 물류센터에 적합하며 부품 수가 적어서 유지보수
가 간단하다. 구동모터가 여러 개로 안정적이며 현재 국내 중형 집중국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유럽, 미주 등에는 주로 박스와 같이 정형화된 물품 구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택배 업체에서 초기에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성능의 한계에 부딪쳐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기계는 유럽의 보이머(Beumer)사, 크리스플란트사, 반더랜드사 그리고 일본의 스바끼사 등에
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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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계식 트레이(M-tray)형 소포구분기

전기식 트레이(E-tray)형은 기계식에서 사용하는 트레이 아래에 모터를 달아 트레이를 능동
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모터 때문에 장치 구성이 복잡해지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는 하지만, 이는 대용량 처리에 필수적인 고속 트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특히 코
너를 돌 때 약간의 기울기를 줌으로 소포가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트레이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비접속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비접촉식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비용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기계식 트레이 방식에 비해
비용이 높지만, 처리 용량이 1.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최근의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
성능 구분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벨트(Cross Belt)형 구분기는 가장 최신 기술로서, 폭방향으로 벨트 구동
이 가능해 배출구 좌우로 소포를 구분해 줄 수 있다. 트레이 방식과는 다르게 벨트 표면 마찰계
수를 크게 하여 이동 중 코너링에서도 소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고, 우편물 크기를 고려하
여 좌우 이동 폭을 조정(리센터링기능)할 수도 있다. 시간당 10,000개, 최대 20,000개까지
의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서 대형 소포물류센터에 적합하며 구동 모터가 여러 개로 안정적이고,
부품들이 모듈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특히 벨트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부가적
우정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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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식 트레이(E-Tray)형 소포구분기(www.crisplant.com)

으로 리센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이다. 도입
비용은 다른 종류의 구분기에 비해 고가이지만, 1개당 분류 비용을 비교했을 때에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작사로는 시네틱(Cinetic Sorting)사, 디막사, 지멘스(SIEMENS)사, 보
이머사, 크리스플란트사, 반더랜드사, 일본의 제일정공 등이 있으며, 유럽, 미주, 중국 등의 소
포(택배) 물류 센터에 대부분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림 4] 크로스 벨트(Cross Belt)형 소포구분기(www.vanderla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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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개한 소포구분기 형태 중 크로스 벨트형이 최근의소포구분기(대형통상구분기 포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다양한 우편물들의 고속처리, 높은 안정성과 용이한 유지보수
등의 장점도 있지만, 크로스 벨트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소포 이외에도 항공화물, 공항
수화물 등을 처리할 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물류센
터에서는 대부분 크로스 벨트형 구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최근 일본에서도 크로스 벨트
형으로 교체 중에 있다. 전 세계 대형 공항에서 항공 수화물을 구분하는 것도 대부분 이 방식이다.

Ⅲ. 최신 기술 개발 동향
지금까지 성능(시간당 소포처리량) 위주로 개발되던 소포구분기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부딪치면서 제정된 각종 규제로 인해 ‘저전력 친환경’을 목표로 개발 방향이 크게
전환되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 EU의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으로 에너지 절감형이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용하는 재질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사용하
도록 규제하고 있어 각 제작사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네덜란드 반더
랜드사의 경우 기존 소포구분기보다 에너지 사용률이 80% 절감되고, 자원 재활용률이 90%가
되는 신형 소포구분기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5] 소포구분기에 사용하는 친환경 자재(www.vanderla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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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개발 동향으로 각 소포구분기 회사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 예를 들어 크리스
플란트사의 ‘신기술 혁신 센터(A state-of-the-art design and innovation centre)’와 같은
전문 부서를 두어 기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조용히 소포구분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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