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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우정 정보화 사업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건수)

구 분
2022년도 정보화사업 투자 내역

소 계 HW/SW 도입 유지관리 연구개발

우정사무정보화 22,005(13건) 5,896(7건) 15,694(4건) 415(2건)

우편업무정보화 33,484(6건) 33,270(5건) - 214(1건)

우체국금융정보화 12,508(5건) 12,108(4건) 400(1건) -

우체국보험정보화 - - - -

정보보호 7,923(3건) - 7,549(2건) 374(1건)

합 계 75,920(27건) 51,274(16건) 23,643(7건) 1,003(4건)

ㅇ ’19년도 사업규모 : 총 30건,  168,015백만원(HW/SW 17건, 유지관리 5건, 개발 8건)

ㅇ ’20년도 사업규모 : 총 15건,  113,025백만원(HW/SW 8건, 유지관리 4건, 개발 3건)

ㅇ ’21년도 사업규모 : 총 27건,  118,505백만원(HW/SW 13건, 유지관리 6건, 개발 8건)
※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자를 2년 주기로 재선정함에 따라 연도별 발주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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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우정 정보화 사업 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건수)

구 분
2023년도 정보화사업 투자 내역(추정예산 기준)

소 계 HW/SW 도입 유지관리 연구개발

우정사무정보화 19,704.5(8건) 9,942.5(6건) 9,762(2건)

우편업무정보화 44,815(6건) 16,436(3건) 18,513(2건) 9,866(1건)

우체국금융정보화 5,604(3건) 5,604(3건) - -

우체국보험정보화 171(1건) - - 171(1건)

정보보호 366(1건) - - 366(1건)

합 계 70,660.5(19건) 31,982.5(12건) 28,275(4건) 10,403(3건)

※ 2022년 하반기에 발주·계약되어 2023년까지 계속되는 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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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우정사업 사업별 주요 투자 계획

� �

  가. HW 및 SW 구매·임차계획

※ 작성대상 : 2023. 1. 1.~ 12. 31. 사이 입찰공고 및 계약추진 되는 모든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
구분 세부내역 수량(식) 총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발주
주체

발주예정
시기 비고

우정

사무

우정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HW PC,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3,868 2,000 정보센터 조달청 ’23.4월 교체

클라우드 사무용PC 서비스 가상화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 800 3,855 정보센터 조달청 ’23.9월

메신저 연동 솔루션 도입 SW 내부메일 및 메신저 연동 메신저 솔루션 1 71.5 정보센터 조달청 ’23.7월

23년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HW 내용연수 초과 기반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2,318 4,016 정보센터 조달청 ’23.4월 ‘24.2월
완료

MS제품군 라이선스 구매 SW MS OS 및 Office GAS - - 정보센터 조달청 ’23.3월

한컴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SW 한컴오피스 ALA(1년) 계약 - - 정보센터 조달청 ’23.9월

소 계 6건 9,942.5



- 5 -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사업명 사업
구분 세부내역 수량(식) 총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발주
주체

발주예정
시기 비고

우편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HW 데스크톱, 기표지프린터, 전자저울 등 12종 10,000 6,000 정보센터 조달청 ’23.4월 교체

우편업무용 PDA, 모바일프린터 도입 및 설치 HW 집배, 소포 및 발착용 스마트PDA, 모바일프린터 등 3종 12,000 6,000 정보센터 조달청 ’23.4월 교체

우편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AP 이관 SW 상용SW 분리 발주 81 4,436 정보센터 조달청 ‘23.6월 교체

소 계 3건 16,436

금융

금융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HW PC,모니터, 통장프린터, MSRW 통 16종 8,063 4,574 정보센터 조달청 ‘23.3월 교체

스마트ATM 자동화기기 교체 보급 HW 창구업무 대응 가능한 ATM 기기 1종 20 580 정보센터 조달청 ‘23.6월 교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도입 SW
금융거래 시 신분확인을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솔루션 도입(사이트 라이선스) 1 450 정보센터 조달청 ‘23.5월 신규

소 계 3건 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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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지관리

※ 작성대상 : 2023. 1. 1.~ 12. 31. 사이 입찰공고 및 계약추진 되는 모든 사업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사업명 사업
구분 세부내역 수량(식) 총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발주
주체

발주예정
시기 비고

우정

사무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SW ERP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용SW 유지관리 1 3,862 정보센터 조달청 ’23.9월 계속

우정사업 인터넷전화 유지관리 HW 우정사업 인터넷전화 유지관리 1 5,900 정보센터 조달청 ‘23.6월 계속

소 계   2건　 9,762         

우편

무인우편접수기 유지관리용역 HW 무인우편접수기 유지관리 1 2,200 정보센터 조달청 ’23.9월 계속

우편물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개발 우편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1 16,313 정보센터 조달청 ’23.7월 계속

 소 계     2건　  1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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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개발

※ 작성대상 : 2023. 1. 1.~ 12. 31. 사이 입찰공고 및 계약추진 되는 모든 사업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사업명 사업
구분 세부내역 수량(식) 총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발주
주체

발주예정
시기 비고

우편
우편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AP 이관 개발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AP 
이관 등 시스템 전환

1 9,866 정보센터 조달청 ‘23.6월 신규

소 계   1건 1 9,866         

보험
보험선장품몰 서비스 확대 추진 개발

보험선장품 가격경쟁력 확보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민간 쇼핑몰 확대

1 171 정보센터 조달청 ’23.6월 신규

소 계   1건 1  171         

정보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컨설팅 취약점 점검 1 366 정보센터 조달청 ’23.4월 계속

소 계   1건 1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