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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hip 설치 전 점검 사항
1.	 WorldShip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호환성 
확인:
WorldShip을 UPS Ready®(또는 제3자) 벤더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한 경우 WorldShip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WorldShip의 최신 
버전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PS Ready(또는 다른 제
3자) 벤더에 문의할 때까지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2. 시스템 요구 사항 확인: 
WorldShip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설치를 시작할 Microsoft® 
Windows 8.1, Windows 10 또는 Windows 11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체제와 서비스 팩 버전 확인 방법(Windows 8 시스템 
제외):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시스템 도구를 차례로 클릭한 후 시스템 
정보를 선택합니다. 

	    운영 체제 버전 및 서비스 팩 정보가 시스템 정보 창에 
표시됩니다. 

	 권장 메모리: 
	    Windows 8.1(1GB - 32비트 및 2GB - 64비트) 
	    Windows 10(1GB - 32비트 및 2GB - 64비트) 
	    Windows 11(1GB - 32비트 및 2GB - 64비트) 
주의: 시스템이 적절한 운영 체제와 서비스 팩 버전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3. PC 관리자 권한 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모든 PC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4. WorldShip 지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동하십시오.

	    Windows 8.1의 경우: 시작 창에서 UPS WorldShip 
Support Utility 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로 실행을 클릭하십시오. 

	    Windows 10 또는 Windows 11의 경우: 시작 창에서 
모든 앱, UPS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UPS Support Utility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지 관리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 
백업을 클릭합니다. 백업 위치를 기록합니다.
참고: WorldShip을 다른 컴퓨터에 백업, 복원 및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ldShip을 다른 PC로 이동”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5. 성능 및 처리 향상을 위해 WorldShip 발송 기록 보관: 
	    WorldShip을 시작하고 홈 탭에서 기록을 선택한 다음 

보관/복원, 발송물 보관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날짜 범위를 지정하거나 모든 발송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최근 14일 동안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삭제된 
기록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창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6. 스파이웨어, 맬웨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orldShip 설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스파이웨어, 맬웨어,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중단하십시오. 

7. 열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 종료: 
WorldShip을 설치하는 동안 Microsoft Outlook®, Internet 
Explorer®, Excel®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8. 발송인 계정을 사용하여 WorldShip 작동:
확인을 위해 최근 송장 정보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orldShip으로 발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필요하므로 최근 송장을 찾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UPS에 등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Microsoft Windows 8.1/Windows 10/Windows 11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WorldShip 설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PC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재부팅 후 Microsoft Windows 8.1/Windows 10/
Windows 11에서 WorldShip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탕 화면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WorldShip을 실행하십시오. 바탕 화면에 
WorldShip 아이콘을 배치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WorldShip을 실행하십시오. 

	    Windows 8.1의 경우: 시작 창에서 UPS WorldShip 
타일을 클릭하십시오. 

	    Windows 10 또는 Windows 11의 경우: 시작 창에서 
모든 앱, UPS를 클릭한 다음, UPS WorldShip 타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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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의 WorldShip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과 호환성은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
tools/worldship.page에서 확인하십시오. 소프트웨어의 최신 두 버전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WorldShip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UPS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전에 일과 종료 처리를 완료하십시오. 
일과 종료가 완료되면 WorldShip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2.	  웹 설치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
tools/worldship.page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3.		WorldShip 설정 화면에서	지침에 따라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언어, 설치 위치 및 국가/지역을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선스 계약서 화면에서 본인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UPS® 기술 계약서에 동의한 
다음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설치 절차에서 WorldShip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웹 설치 패키지가 다운로드되면 WorldShip에서는 지금 
업그레이드할지, 아니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할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용을 위해 
사용자 지정 도구 모음에 설치 버튼이 추가됩니다. 

기존 WorldShip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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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hip을 단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거나 작업 그룹의 일부에 속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WorldShip을 서버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단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 
1. 	웹 설치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
tools/worldship.page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2. 		WorldShip 설정 화면에서	지침에 따라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한 다음 위치 및 국가/지역 선택합니다. 설치 
유형 선택 화면에서 단일 워크스테이션을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서 화면에서 본인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UPS® 기술 계약서에 동의한 
다음 설치를 클릭합니다. 

4. 	설치 절차에서 WorldShip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일 워크스테이션 또는 작업 그룹의 일부에 
WorldShip 설치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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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발송인이 동일한 데이터 베이스로 포장물을 처리하고 싶다면, WorldShip을 작업 그룹 구성 그룹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WorldShip을 작업 그룹 구성으로 설치하려면 한 개의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이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고 나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WorldShip은 데이터베이스가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WorldShip은 데이터 베이스가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서 공유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업 그룹 구성 그룹에 대해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 폴더’를 규정해야 
합니다. 공유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작업 그룹 구성 그룹에 있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이 액세스해야 하는 파일 (데이터 베이스가 아님)의 
위치입니다. 
참고: WorldShip에서 작업 스케줄러를 구성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매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업은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침을 보려면 WorldShip의 지원 탭에 있는 도움말 검색 표시줄을 사용하여 작업 일정 편집기를 검색하십시오. 

설치 전 지침: 공유 WorldShip 파일을 설치할 폴더를 생성하십시오. 이 폴더는 공유된 Microsoft® 폴더여야 하며,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있거나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 및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드라이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로컬 파일과 다른 폴더에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 설치: 

작업 그룹 구성에 WorldShip 설치

1. 	웹 설치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
tools/worldship.page 

2. 	WorldShip 설정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언어 — 원하는 WorldShip 설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설치 위치 — 선택 사항: 옵션을 클릭한 다음 WorldShip을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WorldShip에서는 지정한 두 
위치에 \UPS\WSTD 폴더를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설치 국가/지역 — WorldShip을 설치할 국가/지역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바탕 화면에 WorldShip 바로 가기 추가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서 화면에서 본인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UPS® 기술 계약서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설치 유형 선택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설치 유형으로 작업 그룹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관리자 및 원격으로 공유된 파일을 설치할 위치는 탐색(...)
을 클릭한 후 작업 그룹 관리자 공유 위치 상자에서 위치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설치 절차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 
기본적으로,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은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업 그룹 관리자가 추가적인 WorldShip 
기능을 수행하도록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근 TCP/IP를 설치한 경우 다른 창이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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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드라이브에서 설치: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설치 
파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 위치는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 설치 시 지정됨). 설치 파일은 공유 드라이브 
폴더의 \UPS\ WSTD\Remote\Install\Disk1 하위 디렉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WorldShip 설정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현지 목적지 디렉토리 — 선택사항: 옵션을 클릭한 다음 
WorldShip을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WorldShip
에서는 지정한 두 위치에 \UPS\WSTD 폴더를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작업 그룹 관리자 공유 위치 — 이 필드는 읽기 전용으로 
작업 그룹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공유 위치를 표시합니다. 
   설치 국가/지역 — WorldShip을 설치할 국가/지역을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WorldShip 바로 가기가 바탕 화면에 
만들어집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2. 		라이선스 계약서 화면에서 본인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UPS® 기술 계약서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설치 절차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침을 원하는 미국 고객의 경우 ups.com/
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
worldship/worldship-support.page로 이동하여 가이드 
섹션에서 지원 가이드 보기를 클릭한 다음 단일 또는 작업 
그룹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를 선택하십시오.

웹에서 설치: 
1. 	웹 설치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
tools/worldship.page 

2. 	WorldShip 설정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언어 — 원하는 WorldShip 설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설치 위치 — 선택 사항: 옵션을 클릭한 다음 WorldShip을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WorldShip에서는 지정한 두 
위치에 \UPS\WSTD 폴더를 생성하고 배치합니다. 
   설치 국가/지역 — WorldShip을 설치할 국가/지역을 
선택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바탕 화면에 WorldShip 바로 가기 추가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서 화면에서 본인은 라이선스 계약서에 있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UPS® 기술 계약서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설치 유형 선택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설치 유형으로 원격 작업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공유 파일 설치 위치는 탐색(...)
을 클릭하여, 작업 그룹 관리자 공유 위치 상자에서 해당 
위치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설치 절차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C에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WorldShip을 작업 그룹 구성으로 설치(계속)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worldship-support.pag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worldship-support.pag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worldship-support.pag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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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hip을 이용하려면 포장물 및 조회 정보를 전송할 전자 통신이 필요합니다. 
직접 접속의 경우: TCP/IP

통신 구성: 
처음으로 WorldShip을 시작하는 경우 통신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직접 접속 연결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연결 설정을 완료하십시오. 

   직접 접속: 근거리 통신망(LAN), 광역 통신망(WAN),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케이블과 같이 전화 연결이 필요 없는 
직접 또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방식 일반적으로 직접 접속이 
가장 빠른 연결을 제공합니다. 
   URL 주소, 포트 및 인증 정보로 프록시 서버를 식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 특정 브라우저 
설정도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 재구성: 
프록시 서버 설정이 변경되는 경우 통신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1. 도구 탭에서 도구 더 보기를 선택한 후 통신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통신 설정 창에서 필요한 변경을 한 후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3. 	필요한 모든 항목을 변경하십시오. 마침을 클릭하여 새 구성을 

저장하십시오. 
다음의 어떤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통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직접 접속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직접 접속에 대한 프록시 서버 설정을 변경한 경우 
   접속 방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통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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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응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WorldShip을 사용하여 포장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UPS에 등록해야 합니다. 

1. WorldShip 설치가 완료되고 통신을 설정하고 나면 UPS에 
등록 창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설치된 회사에 대한 정보와 
UPS 계정 번호를 입력한 후 마침을 클릭하십시오. 

2. 송장 정보 인증 화면이 나타나면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캘린더 날짜 선택기를 클릭하여 송장 날짜를 선택합니다.
   13자리 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송장의 ‘이 기간 동안의 요금’ 필드에 표시된 정확한 요금을 
입력합니다(통화 기호는 입력하지 않음).
   송장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기재된 관리 ID를 입력합니다
(참고: 모든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님).

3. WorldShip이 자동으로 UPS에 연결되어 등록 정보를 
전송합니다. 전송 과정은 3~5분 정도 걸립니다. 발송 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축하합니다. 이제 WorldShip 고객으로 등록되어 포장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점검 사항 
1. 스파이웨어, 맬웨어, 바이러스 등의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한 경우 이제 다시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2. WorldShip이 UPS와 통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회사의 컴퓨터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3. WorldShip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사용자의 Workgroup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WorldShip 데이터 베이스의 연결이 해제됨에 
유의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업 그룹 관리자 
워크스테이션 및 원격 워크스테이션 모두에서 WorldShip을 
종료한 후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컴퓨터 기술 지원팀에 대기 모드와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4. UPS에서 제공한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발송 전에 프린터를 
껐다가 켜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UPS® 에 등록

프로그램 제거 방법 
1. WorldShip을 제거할 경우 제거 프로그램 실행 전에 어떠한 

디렉터리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Windows 8.1에서 프로그램 제거 실행 시 UPS WorldShip 
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UPS WorldShip 
제거를 선택합니다. 
   Windows 10 또는 Windows 11에서 프로그램 제거 실행 
시 시작 창에서 모든 앱과 UPS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UPS 
WorldShip 제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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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를 방문하여 WorldShip 
지원을 검색하십시오. 

For any questions about WorldShip not answered by this guide or WorldShip Help, please call your local WorldShip 
technical support telephone number ups.com/worldshiphelp/WSA/ENU/AppHelp/mergedProjects/CORE/GETSTART/
HID_HELP_SUPPORTINFO.htm.

WorldShip_InstallAndUpgradeGuide_R3_V3_102821_rev_R4_V2_072522

https://www.ups.com/us/en/business-solutions/business-shipping-tools/worldship.page
http://ups.com/worldshiphelp/WSA/ENU/AppHelp/mergedProjects/CORE/GETSTART/HID_HELP_SUPPORTINFO.htm
http://ups.com/worldshiphelp/WSA/ENU/AppHelp/mergedProjects/CORE/GETSTART/HID_HELP_SUPPORT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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