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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추정 



Copyright ©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 

www.art-com.co.kr 

Company Logo WHY?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패턴과 상거래 양상의 변화 

우편물량 감소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 상실할 가능성 높음. 

경영 수지 악화 

사업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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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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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가치 

전국적 편지 배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유지, 보존하는 데 따른 가치

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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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주로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에 사용)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화에 부여하는 가

치를 직접 이끌어 내는 방법.  개인 대 개인, 우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공

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을 통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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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질문법 

HOW?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의 응답자에게 공공

재의 공급을 위해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형태 

지불의사 유도가 유인 일치적, 저항적 지불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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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선택형”질문법(2) 

HOW?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 1번 질문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 후속질문을 한번 더 질문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유형이 통계적 효율성이 관점에

서 더욱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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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패널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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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가치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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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편지 배달 서비스 유지.보존에 대한 가치 추정결과” 
                                    - 표본 1000개(도시500,농촌500)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 : 도시지역 1,318원 농촌지역 1,047원,  
전체지역 1.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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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편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연간 총편익 추정결과 
  =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향 추정치 × 조사대상지역 가구수 × 12 

도시지역 연간 약 2,044억원, 농촌지역 연간 약 584억원,  
국가 전체적 연간 2,628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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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편지 한 통당 경제적 가치 추정 
  - 조사당시 250원인 편지 배달 요금에 추가하여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  

도시지역 : 현행요금 250원 + 지불의사액 92.4원 =342.4원 
농촌지역 : 현행요금 250원 + 지불의사액 65.4원 = 315.4원 
전체지역 : 현행요금 250원 + 지불의사액 78.9원 = 32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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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체국 네트워크의 유지.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추가로 지불

할 의사가 있다. 

  즉, 당시 우편 요금은 250원 이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을 지불하고서라도 현재 수준의 우편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국민의 인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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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서비스 유지.보존에 대한 가치추정 결과” 

- 표본 1000개(도시500,농촌500) 

 

Answer(2)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 : 도시지역 1,423원, 농촌지역 1,380원, 
전체지역 1,399원. 전반적으로 편지 배달 서비스보다 높은 지불의사
액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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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연간 총편익 추정결과 
  =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향 추정치 × 조사대상지역 가구수 × 12 

도시지역 연간 약 2,207억원, 농촌지역 연간 약 770억원,  
국가 전체적 연간 2,988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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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배달 서비스 연간” 2,628억원”의 편익발생 추정 
사회적 서비스 “2,977억원”의 편익발생 추정 

+  
공익적 가치 “5,605억원”의 편익발생 추정 

 

한해 우편사업 수입 “2조 4,499억원”의 “22.9%” 

  따라서, 우체국 네트워크 재정비뿐만 아니라 우정사

업 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재 편지 배달이 해당 우편 요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 

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의 유지 보존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감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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