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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고객시스템 접속

1. 회원가입 

     www.epost.go.kr 또는 biz.epost.go.kr  회원가입 절차

     - 회원종류 선택(개인,사업자) >> 약관동의 >> 개인회원 본인 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고객유효성검증 >> 가입완료 

     - 이미 회원이신 고객

       >> 로그인 후 고객정보수정 고객유효성검증 

    

    

계약(우체국) 변경시

이용 중 계약(우체국) 변경 시 

고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을 하면 새로 가입(아이디) 

없이 사용 가능며,  신규 계약승인번호는 자동연계 됩니다.

http://www.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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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사용설정

- 계약택배를 체크 합니다.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 하여야 적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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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지관리 / 상품정보 관리 / 등기번호 초기화

환경설정>공급지관리,발송지별회수도착지

최초 시스템설정시 기본 공급지정보가 한 개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필요한 경우 신규 등록합니다.

최초 시스템 설정 시 기본 발송지별 회수도착지가 한 개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급지정보를 신규 등록합니다.



- 6 -

2.상품정보관리

기초정보 > 상품등록관리,수취인주소록

상품정보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주소록을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3.등기번호 초기화

다량계약고객으로 등기번호 대역대를 부여 받은 경우, 등기번호를 사용을 

위해서는 등기번호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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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괄등록 파일 등록

   1. 접수할 파일의 형식(레이아웃)을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경설정>일괄등록파일구조>등록

         

   2. 주문접수처명, 파일 확장자 입력 후, 필드추가를 통하여 파일 구조를 설정한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상품명,수취인명,수취인우편번호,수취인주소는 필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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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접수 하기

  1. 일괄등록파일구조(주문접수처)로 작성된 주문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신규접수>파일접수

       

    정상리스트와 오류리스트로 데이터가 등록됩니다.

  2. 오류리스트를 수정하여 다시 올리기를 합니다.

      

   3. 파일 접수 완료하기

   내용품코드,포장박스,포장방법,초소형택배을 선택 확인 후 접수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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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tip !!  
요금납부구분,내용품코드,포장박스,부피,포장방법,초소형여부 값을 미리 

저장하여 별도 선택 없이 편리 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5  라벨 출력 및 예약신청

   파일접수 완료 후 접수신청 화면에서 접수정보 확인 하기

   - 파일접수 완료후 자동으로 신규접수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해당 주문접수처, 공급지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조회된 데이터를 확인후 라벨인쇄(또는 예약신청)을 합니다. 

   - 최종 접수가 완료되면 신규접수신청화면에서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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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벨 인쇄

1. 기존(오즈뷰어)

이용 tip !!  

환경설정>라벨인쇄옵션 

   받는분호칭, 상품 부가정보 출력여부, 폰트/사이즈 조정 ,홍보문구 등의 옵션을 설정 

   저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설정>전용라벨관리

   로고이미지, 사이트 주소, 문의처 정보등을 등록하여 라벨에 인쇄 가능합니다.

지원용지:

신규3면식,신기표지 : 일반A4프린터

라벨용지(A,B,C형): 라벨전용프린터

발송지 출력정보를 선택합니다.

합포장 상품의 연속출력 여부 선택
상품명을 출력 여부 선택

홍보문구 출력 여부 선택

3면식의 시작 출력위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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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고객맞춤형)    

  

고객 맞춤형 운송장 디자이너 프로그램

폰트,스타일 :상품내역,발송인,수취인 항목만 변경 가능합니다.

항목 관리 : 홍보문구,사용자이미지,사이트주소,로고텍스트 삽입 가능

※ 상품내역의 항목 수는 폰트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용지 : B형,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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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 접수

주문자정보

1.주문접수처명(일괄등록화일

구조명)선택

2.요금납부구분

3.포장박스,실제부피 입력

수취인 정보

tip!

다수 수취인 정보입력이 가능

합니다.

내용물정보

tip!

서로 다른 수취인에 서로 다른 

내용물정보 등록이 가능합니

다.

왼쪽에 선택된 수취인에게 발

송된 내용물 정보가 오른 쪽에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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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약 변경

예약 후 우체국에서 처리 하기 전에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 일괄취소 : 예약번호 단위(1개이상의 주문번호)로 예약을 취소하여   

    신청단계로 되돌림(= 예약한 등기번호는 삭제되고 새등기번호 생성)

  - 일괄취소후삭제 : 예약번호 단위로 예약을 취소하고 자료를 삭제함.

  - 개별취소 : 주문번호 단위로 예약을 취소하여 신청단계로 되돌림

            (=예약한 등기번호는 삭제되며 새 등기번호 생성)

  - 개별취소 후 삭제 : 주문번호 단위로 예약을 취소하고 자료를 삭제함.

데이터의 세부 수정(전화번호,내용품 등)은 신청단계에서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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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품 신청

1. 반품 개별 신청

반품신청은 우체국 발송 이후 부터 가능 합니다.

기존 접수정보를 검색하거나 직접입력을 통해 반품신청합니다.

기존 접수정보를 검색하여 반품 신청한 건은 다시 반품신청 할 수 없습니다.

(반품 신청을 취소한 건은 다시 신청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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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품 파일 접수

1. 반품파일 형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xls)

2.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3. 파일을 불러옵니다.

4. 접수 완료

5.반품접수 신청화면에서 택배예약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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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품 접수신청

미예약확인 : 미예약 건이 있을 경우 알림창이 뜨며 미예약확인이 가능합니다.

택배예약신청을 하여야 우체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반품 예약변경

우체국 예약을 취소하고, 등기번호를 변경하여 반품 신청 상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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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맞교환 신청

1. 맞교환 개별 신청

기존 (신규신청,맞교환)신청정보를 조회하여 맞교환을 신청합니다.

- (맞교환)신규 신청 건과 반품건 이 각각 1건씩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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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맞교환 접수 신청

맞교환 개별 등록 후  라벨인쇄 ,택배예약신청을 합니다.

- 맞교환(신청)에 대하여 라벨 출력을 하고 , 

- (맞교환)신청 과 (맞교환)반품정보가 동시에 우체국에 예약 신청됩니다.

3.맞교환 예약 변경

맞교환예약 신청을 취소 하고 신청단계로 되돌립니다.

- (맞교환)신청 우체국예약이 취소 되어 등기번호을 변경하여 신청상태로 변경됩니다.

- 동시에 (맞교환)반품정보도 예약취소 , 등기번호 변경, 신청상태로 변경됩니다.



- 19 -

11 현황 조회

1.종추적 조회

해당일자의 자료의 종추적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선택된 내용을 이용하여 바로 신규,맞교환,반품등록이 가능합니다.

2.접수예약종합현황

기준일자 기준 1주일간의 현황이 조회 됩니다.

- 건수클릭시 상세내역이 나오며 ,상세내역 클릭시 종추적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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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브아이디 관리

1.사용자 관리

메인 아이디가 서브아이디를 생성해 줍니다.

2.승인번호설정관리

서브아이디에 해당하는 승인번호를 매핑 시켜 

해당 서브아이디는 매핑된 승인번호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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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s(농수산) 홈쇼핑

1. ns홈쇼핑 과 시스템연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ns홈쇼핑시스템(NICE system) 의 택배사연계 확인 절차 필요합니다.

  사업자번호+신용번호(우체국 고객번호)를 통한 유효성 검증입니다.

3. 농수산 요금구분 설정

  주문자료가 연계된 후,

  업체번호(7자리) + 업체별시퀀스(3자리) 에 맵핑된 승인번호 확인

  환경설정>농수산설정

  

4.신규접수 신청

  

주문접수처 : NS홈쇼핑 으로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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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류내역 확인

  
- 우편번호 오류 : 수취인 우편번호 수정 (필요시 주소 변경 후, 우편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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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치 프로그램

필수설치프로그램

전용 프린터 설치

프로그램명 주요기능

XW_install.zip 전송되는 정보의 암복호화를 지원

xml.zip

TmtViewer25.zip

sfEncrypt.zip

OLEFromExcel.cab

화면을 표시 합니다.

ozsetup.zip

UCLLabelPrint.cab

UCLDesigner.zip

운송장 출력을 지원합니다.

지원 프린터

Zebra LP2844-Z(소형)

Zebra 110Xilll Plus (소형, 중형 포함)

Datamax I-4212, 

Datamax M-4210 MarkII (중형)

Lukhan LK-B30 (소형)

Bixolon SLP-D420-EPL(소형, 2010년)

Bixolon SLP-D420-2011(소형, 2011년)

Toshiba TEC B-EX4T1-GS12(중형)

Toshiba TEC B-SV4(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