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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창구의 설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10개
국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EU에서 조차 보편적 우편서
비스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최근에야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단서라 할 수 있다.

<표 3－4> 우체국 및 창구 설치에 대한 기준
요건

해당국가

명시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
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스웨덴

최소 우체국수 규정 존재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최소 거리 규정 존재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자치체(시, 읍, 면)당
1개의 우체국

벨기에, 독일, 핀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
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은 요건 제정을 검토 중

한편 우체국을 취급소로 대체하거나 이들을 폐쇄하는 것에도 일정한 규제가 수반
되는 경우가 있다.

<표 3－5> 우체국의 대체와 폐쇄 절차
요건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
법률적 제약없이 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
가능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
덴, 슬로바키아, 영국

우체국을 취급소로
밸기에: 자치체에 1개 우체국(589)
대체하는 것이
독일: 최소 우체국수 규정(5,000)
일정 제약하에
허용되는가?
포르투갈: NRA에 통보해야 하며 NRA가 거부할 수
가능
있음
슬로베니아: NRA에 통보해야 함
불가능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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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아무런 제약없이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가능
특정한 법률적 밸기에, 독일,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
우체국 및 취급소를 제약하에 가능 란드, 슬로바키아
폐쇄할 수 있는가?
NRA의 승인 필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
크, 말타,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불가능
공익위원회의 자문 필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영국
그리스: 무응답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EU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해
Directive가 제시하는 지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 나름대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해 다양한 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우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다.

2. 유보영역의 설정과 보상기금 설치 현황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유보영역 설정은 여전히 유
력한 수단이다.
Directive 02는 개별 회원국의 유보영역을 2006년 1월부터 중량 기준 50g, 요금기
준 2.5배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회원국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
다는 보고이다. EU Directive에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요금과 무게를 기준으로 DM이나 해외로 발송되는 우편을 유보영역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보영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EU 회원국의 유보영역을 정리한 것은 <표 3－6>과 같다.
<표 3－6>에서 보듯이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5개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우편시장
의 완전 자유화를 이룩하였다. 이 가운데 스웨덴과 영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
는데 유보영역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경제적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벨기에,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