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Ship® 2021
통합 가이드
본 문서는 다른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된 WorldShip이 있는 경우 WorldShip 
202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본 최신 릴리스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통합 기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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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hip 업그레이드 방법:
1.  본 문서를 검토합니다.

2.  설치 전 통합 체크리스트를 따릅니다.

3.  업그레이드하기 편한 시간을 잡습니다.

4.  웹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합니다.

5.  설치 후 통합 체크리스트를 따릅니다.

비즈니스에 WorldShip 통합
WorldShip 통합 기능을 통해 현재 비즈니스 시스템의 정보를 
WorldShip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발송물 처리에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키 입력 작업이 
감소하여 일관성과 정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WorldShip에서는 발송 데이터를 다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추적 정보를 활용하여 청구 
주기를 단축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합 기능:
신규 서비스 가져오기/내보내기 —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 
및 연결 보조자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  오류 라벨 인쇄 — 일괄 인쇄 중 라벨에 문제가 있을 경우 

WorldShip에서 라벨 순서를 유지하며 문제 내용이 설명된 오류 
라벨을 인쇄합니다.

■  위험물 예약 — UPS에서는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발송인만 
위험물을 발송하도록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S 계정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  XML 맵 — 발송 데이터, 주소, 국제 상품 및 중량 화물 상품을 
XML 형식으로 가져오거나 내보냅니다.

■  ODBC 내보내가 맵 — WorldShip에서는 두 개의 새로운 ODBC 
내보내기 맵인 위험물 및 환급 코드를 지원합니다. 

■  XML 가져오기 파일 확인 — 유효성 검사 도구에서는 WorldShip 
도식을 바탕으로 XML 가져오기 파일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  주소록 — 회사 표시 이름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록의 모든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국제 운송 서류 구비 — CN 22 번호를 내보낼 수 있으며, 이동 
참조 번호(MRN)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중량 화물 취급 단위 — 다음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설명 
–  유형
–  단위

–  길이
–  너비
–  높이

■  중량 화물 정보 — 다음 입력란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UPS 영업소 방문 발송
–  UPS 영업소 픽업
–  방문 발송 날짜

–  방문 발송 시간
–  픽업 준비 시간
–  픽업 영업소 폐점 시간

다음 입력란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방문 발송 시설 이름
–  방문 발송 주소
–  방문 발송 도시
–  방문 발송 시/도
–  방문 발송 우편 번호
–  방문 발송 국가
–  방문 발송 전화번호

–  픽업 시설 이름
–  픽업 주소
–  픽업 도시
–  픽업 시/도
–  픽업 우편 번호 
–  픽업 국가
–  픽업 전화번호

■  포장물 — 다음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위험물 비상 담당자 이름
–  위험물 비상 전화번호
–  위험물 운송 방법
–  팔레트의 품목

■  포장 목록 — 다음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포장물 ID
–  물품 ID

–  포장물 단위
–  포장 목록 메모

■  발송물 정보 — 다음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이름
–  회사 표시 이름
–  라벨 프린터 ID
–  송장 프린터 ID

–  보고서 프린터 ID
–  위험물 프린터 ID
–  World Ease® 프린터 ID

■  사용자 양식 — 다음 항목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름
–  양식 유형

–  양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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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통합 체크리스트

1.  호환성 확인:
WorldShip을 UPS Ready®(또는 제3자) 벤더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한 경우 WorldShip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WorldShip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PS Ready(또는 다른 제3자) 벤더에 문의할 때까지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2.  운영 체제 및 서비스 팩 확인:
WorldShip 업그레이드를 설치하려면 Windows 8.1 또는 
Windows 10이 있어야 합니다.
■  운영 체제와 서비스 팩 버전 확인 방법: 

–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  [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시스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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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시스템이 적절한 운영 체제와 서비스 팩 버전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3. 관리자 권한 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모든 PC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Windows 8.1/Windows 10 사용자는 보안 강화로 인해 설치 
과정 중에 관리자 권한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과정 중에 WorldShip이 해당 구성 요소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메시지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를 계속하려면 UAC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WorldShip Support Utility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유틸리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Microsoft Windows 10의 경우:

–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  [프로그램] 및 [UPS]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UPS WorldShip Support Utilit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관리자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  Windows 8.1의 경우:
–  [시작] 창에서 [UPS WorldShip Support Utilit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관리자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  Windows 10 [시작] 창에서 [모든 앱], [UPS]를 차례대로 
클릭한 다음, [UPS Support Utilit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자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4.  성능 및 처리 향상을 위해 WorldShip 발송 기록 보관:
■  WorldShip을 시작합니다.
■  F3 키를 눌러 [발송 기록] 창을 엽니다.
■  [홈] 탭에서 [보관/복원]을 선택한 다음, [발송물 보관]을 

선택합니다.
■  [발송물 보관] 창에서 [모든 발송물]을 선택하거나 날짜 

범위를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확인] 창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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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송물 보관] 창에서 100%에 도달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창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5.  스파이웨어 방지, 맬웨어 방지 및 바이러스 스캐너 
소프트웨어 확인 및 비활성화:
WorldShip 설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스파이웨어 
방지, 맬웨어 방지 및 바이러스 스캐너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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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그룹 설정 시 고려 사항 확인:
■  한 명의 WorldShip 작업 그룹 관리자만 허용됩니다.
■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의 언어만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다른 언어로 WorldShip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일 워크스테이션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워크스테이션은 작업 그룹에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후 통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7.  열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 종료:
Microsoft Outlook®, Internet Explorer®, Excel® 등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이제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웹 설치 
(https://www.ups.com/content/us/en/
resources/techsupport/worldship/downloads.
html)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원 설명서 섹션
(https://www.ups.com/worldshipsupport)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Microsoft Windows 8/Windows 8.1/Windows 10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WorldShip 설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PC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재부팅 후 Windows 8/Windows 8.1/Windows 
10에서 WorldShip 응용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WorldShip을 실행하십시오. 바탕 화면에 WorldShip 
아이콘을 배치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WorldShip을 실행하십시오.
■  Microsoft Windows 10의 경우:

–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  [프로그램] 및 [UPS]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UPS WorldShip]을 선택합니다.

■  Windows 8.1의 경우:
–  [시작] 창에서 [UPS WorldShip]을 클릭합니다.

■  Windows 10의 [시작] 창에서 [모든 앱]과 [UPS]를 차례로 
클릭한 후 [UPS WorldShip]을 클릭합니다.

설치 후 통합 체크리스트
1.  설치 후에는 방화벽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실행할 권한을 

허용하고, 포트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수락하도록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행 권한이 필요할 수 있는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tHostIP.exe
–  WorldShipTD.exe
–  wstdsupport.exe

–  WorldShipCF.exe
–  upslnkmg.exe 
–  sqlservr.exe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는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80
–  443

■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WorldShip에서 

자동으로 방화벽을 구성합니다.
–  다른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  UDP 포트 1434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WorldShip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경로를 방화벽 예외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Windows 8.1, Windows 10 — <응용 프로그램 

위치 경로>\UPS\WSTD\WSDB\MSSQL12.
UPSWS2014SERVER\MSSQL\Binn\sqlservr.exe

참고: MSSQL.X의 X는 시스템에 설치된 인스턴스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www.ups.com/content/us/en/resources/techsupport/worldship/downloads.html
https://www.ups.com/content/us/en/resources/techsupport/worldship/downloads.html
https://www.ups.com/content/us/en/resources/techsupport/worldship/downloads.html
https://www.ups.com/worldship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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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파이웨어, 맬웨어, 바이러스 등의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지한 경우 이제 다시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3.  WorldShip이 UPS와 통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회사의 컴퓨터 기술 지원팀에 문의합니다.

4.  WorldShip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WorldShip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업 그룹 관리 워크스테이션 및 작업 그룹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 WorldShip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컴퓨터 기술 지원팀에 대기 모드와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5.  UPS에서 제공한 프린터가 있는 경우 발송 전에 프린터를 껐다가 
켜서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프린터 드라이버는 WorldShip과 
함께 미리 설치됩니다.

지원 가이드
WorldShip에서는 ups.com에서 사용자 가이드, 설치 가이드 및 
단축키 가이드를 PDF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확인하거나 인쇄하려면 무료 Adobe® Reader® 
소프트웨어(adobe.com)를 설치하고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https://www.ups.com/worldshipsupport로 이동합니다.
2.  [WorldShip 리소스] 아래에서 [사용자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문서를 보거나 인쇄하십시오.

Microsoft, Windows, Outlook, Internet Explorer 및 Excel은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Adobe Reader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https://www.ups.com/worldship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