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우편물
서신(의사전달물) 및 통화 소형포장 우편물

[규격 요건 (직사각형 /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세로 : 최소 90㎜, 최대 130㎜ (허용 오차 ±5㎜)

가로 : 최소 140㎜, 최대 235㎜ (허용 오차 ±5㎜)

두께 :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 특정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불가

[규격 엽서 (직사각형 /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

세로 : 최소 90㎜, 최대 120㎜ (허용 오차 ±5㎜)

가로 : 최소 140㎜, 최대 170㎜ (허용 오차 ±5㎜)

무게 : 최소 2g, 최대 5g

세로 : 최소 110㎜, 최대 120㎜ (허용 오차 ±5㎜)

가로 : 최소 153㎜, 최대 170㎜ (허용 오차 ±5㎜)

무게 : 최소 4g, 최대 5g

※ 세로 크기가 110㎜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 특정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불가

※ 사제엽서의 규격 요건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엽서규격 충족

[띠종이의 요건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

<띠종이의 크기>

- 신문형태정기간행물용: 세로(70㎜이상)×가로(최소90㎜～최대235㎜)

-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그 밖의 사항>

-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최대부피 

- 가로ㆍ세로ㆍ두께를 합하여 90cm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 원통형 “지름의 2배” 길이를 합하여 1m

-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최소부피
-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단, 길이는 14cm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무게

- 최소 2g ∼ 최대 6,000g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

로서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우편물은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임)

소포 우편물 규격(봉투 & 엽서) 권장요건

최대부피 
-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 색이나 밝은 색

-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최소부피

-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무게 - 30kg 이내이어야 함

기타

-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백지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함 

※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

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음

광고 

우편엽서

- 광고우편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적합성 검토 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

- 광고우편엽서는 사제할 수 없음

① 전국판 : 최저 20만장 이상 300만장까지 발

행하며 특별시, 광역시ㆍ도 중 4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에 판매

② 지방판 : 최저 5만장 이상 20만장 미만으로 

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중 3개 이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