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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demand for ordinary mail services supplied by ‘Korea POST’ is decreasing due to the opening 

of mail service market and the growth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media such as e-mail and SNS. To over-

come this situation it is urgent to introduce new services that can be able to appeal customers and to improve 

existing services. 

Methods: A field survey is conducted to corporate customers who send ordinary mails and individual customers 

who receive these mails, respectively. Quality attributes of ordinary mail services are classified by two-di-

mensional perspectives in terms of Kano model. Decision tree model is utilized for classifying the quality 

attributes. Comparative analyses are done whether there are perceived differences on each quality attributes 

between corporate customers and individual customers. 

Results: Quality attributes such as ‘discount postal charges’, ‘sending small packages by simply dropping 

it into a mail box’, ‘sending a mail of any appearance’, ‘delivering a mail anywhere’, and ‘receiving a mail 

at a preferred time where a customer is located ’ are classified differently according to some market segments, 

while most of the quality attributes are classified as attractive or one-dimensional. 

Conclusion: Decision tree model has been found to be most effective to classify quality attributes for each 

market segment especially when trying to classify quality attributes belonging to ‘gray areas’. Based on the 

perceived differences on quality attributes among customers, strategic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obtain 

potential customers an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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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집

에서 인터넷과 TV, 모바일폰 등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미

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는 의류, 신발 등 작고 가벼운 개인용품은 물론 TV, 컴퓨터, 냉장고 등 크고 무거

운 물건까지도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구매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필요 물품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비교해서 주문과 결제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얻기가 쉽지 않다. 실물이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우

편, 즉 물류서비스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는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와 구분(Choi 2006)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에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편법 제1조에는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편법의 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우편서비스는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necessary social service) 가운데 하나”(Choi et al 2013에서 재인용)인 것이다.

우편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사업비용 중에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큰 서비스이다. 

매년 고정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우편물 접수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최근 들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편사업 경영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체

국 창구망 통폐합, 직영우체국의 민간으로의 위탁, 시간제 우체국 운영 등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비중을 줄이

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우체국 알뜰폰 판매, 유휴부지 매각 및 임대 등의 사

업다각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적자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향후 우편사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축소는 가급적 지양

하면서 우편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우편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편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개

선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반대여론에 부딪쳐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우정사업본부의 고민이 

깊다.

우편서비스 매출액 중 소포, 택배를 제외한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로 구분

되는 통상우편 매출액은 우편매출액의 74.5%1)†를 차지할 만큼 사업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메일, 스마트폰 등의 다

양한 대체 통신수단의 발전과 우편시장 개방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인 보편적 우편서비스

의 축소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적 불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인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우정사업본부 조직 또한 공사화, 민영화 등 조직형태의 변경 및 다른 기관으로의 통폐

합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1) 우정사업본부. 연도별 매출 현황(국내) 자료.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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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국내통상우편서비스가 민간송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쇼핑 및 해외 직접

구매 등의 활성화로 국내외 소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우체국택배, 국제특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통상우편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우편서비스 환경요인과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11), 통상우편에 관한 개인고객 인식(Lee 2015)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통상우편물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로 구분한다.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보내는 것으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하며, 의사전달물은 의사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2)†으로 서신에서 제외된 통

상우편물을 말한다. 그리고 통화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은행권 등을 말하며, 소형포장우편물은 가

로·세로·두께의 합이 35cm 미만의 작은 물건을 말한다.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은 점점 이메일, 스마트폰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공요금이

나 이용명세서 등의 통지성 우편물은 완만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품광고, 사업홍보 우편물은 그 수요가 여

전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통상우편물 매출액의 대부분은 카드사, 공공기관 등, 통상우편물을 개인들에게 발송하는 

기업고객에서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고객과 이를 수취하는 개인고객 등 두 관점에서 통

상우편서비스 품질을 다루고자 한다. 적절한 서비스품질 개선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특정 품질속성에 대하여 기업고

객과 개인고객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인식하고 있는 통상우편서비스의 품질 속성을 파악하는데 카노모형(Kano et al 1984)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품질속성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고객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서비스를 고객편익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

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상우편물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카노식의 이원적 설문의 집계 결과로부터 품질을 분류함에 있어 최빈값에 의해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품질속성

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품질속성의 

분류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노모형을 활용하여 통상우편서비스 품질 속

성을 이원적인 관점에서 분류한다. 품질속성의 분류에는 최빈값과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둘째, 우편물을 발

송하는 기업고객과 그 우편물을 수취하는 개인고객 양쪽이 품질속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

석한다. 셋째, 품질속성의 분류 결과를 통해 통상우편서비스 품질을 높여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2) 대통령령(우편법시행령 제3조)으로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은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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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통상우편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로, Park et al(2011)은 우편서비스 환경요인과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친절성, 정확성, 안전성, 다양성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No. Quality attribute Introduction3)† Source4)††

1
Deliver at a preferred time and date including nights, weekends, or holi-

days
× 1, 2

2 Notice a mail receiving time beforehand
ordinary(×);

registered(○)
1

3 Deliver a mail at an appointed date exactly ○ 1, 2

4 Deliver a mail earlier than an appointed time × 1, 2

5
Deliver, by a specified time(e.g., 10AM) of next morning, a mail re-

ceived before a  specified time the day before
× 1, 2

6 Deliver a mail safely without loss or damage ○ 1, 2

7 Deliver a mail exactly at a place where they want(office or home) × 1, 2

8
Keep a mail until an addressor wants, in case an addressee can't receive 

it because of absence
× 1, 2

9 Deliver a mail received at AM time, at a specified PM time
partly  in large cit-

ies(○)
1, 2

10 A post person is friendly - 2

11 Delivering service is reliable - 1, 2

12 Have a various discount postal charge system △ 1, 2

13 Postal charges are cheaper than competitors - 1, 2

14
Get and reply a document or customer information from recipients if 

charges are  paid

contract  customer

(○)
1, 2

15
Can send a small package(booklets or CD's and so on) by simply drop-

ping it into a mail box  after signing up on an internet
× 1, 2

16
Can send a mail of any appearance(without packaging or putting it in 

an envelope) 
× 1, 2

17
Can change a handling method(express or certifying and so on) after 

sending a  mail
△ 1, 2

18
Can drop a mail easily without waiting in a post office after registering 

mail information via Internet in advance

contract  customer

(○)
1, 2

19
Provide a total service including DM production and sending, and so 

on

contract  customer

(○)
1, 2

20 Provide a real-time tracking system of shipping status registered  mail(○) 1

21 Can deliver a mail anywhere in all the country ○ 1

22 A receiving clerk is friendly - 2

23 Can receive a mail at a preferred time where a customer is located △ 1, 2

Table 1. Quality attributes of ordinary ma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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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으며, 간편성, 신속성, 경제성 등의 요인들은 고객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Lee(2015)는 통상우편에 관한 개인고객 인식연구에서 우편물을 수취하는 경우와 발송하는 경우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하는 개인고객 측면에서의 우편서비스 속성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정확성’이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정시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된 만족도와 중요도

를 통해서 우편서비스의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정확성’은 현재 수준 유지, ‘신속성’, ‘정시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개인고객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편서비스 속성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보편성’이며,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이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카노모형을 이용한 통상우편 서비스품질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우체국

국제특급서비스(EMS ; 이하 EMS라 함), 택배, 물류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Kim and Riew(2015)

은 카노모형을 이용하여 EMS 서비스품질 중 가격, 배송일 준수 및 배송품질을 당연 품질로, 빠른 배송과 직원의 전

문성을 매력 품질로, 나머지는 일원적 품질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Tontini et al(2014)이 제안한 개선갭분석을 활용

하여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속성으로 가격, 배송일 준수 및 배송품질(분실이나 파손 관련)을 제시하였다. 

차후 경쟁사대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품질로 주차 편의성 확보, 배송시간 단축과 직원의 전문성(통관업무 등 

EMS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꼽았다. 아울러 우선개선대상 품질속성으로는 배송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보상을 개선효과가 가장 큰 속성으로 파악하였다.

Lee et al(2011)은 택배서비스 품질차원을 경제성, 친절성, 정확성, 신속성, 안전성으로 구분하고 카노모형을 이

용하여 품질을 분류하였다. 서비스품질 중에서 신속성은 일원적 품질로, 안전성은 당연품질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Chung and Kang(2013)은 고품질의 물류서비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물류서비스 품질의 차

원을 크게 기업역량, 전문화, 비용, 신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카노모형과 Berger et al(1993)의 고객만

족계수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물류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정도가 높을수록 서

비스 만족도가 높아져 기업의 매력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Kang et al(2009)은 물류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들을 카노모형을 통해 세부적인 품질요소로 

분류하여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를 예측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품질차원

을 결과품질, 과정품질, 역량품질로 나누고 다시 각 차원을 4개씩 총 12개 차원으로 세분한 다음, 차별적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품질 분류 및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 메트

릭스를 작성하고 해당기업의 강점과 약점, 위협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Kano et al(1984)은 품질인식을 단순히 고객의 만족, 불만족 등, 주관적 차원의 일원적인 관점이 아닌 물리적 충

족·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이원적인 관점에서 품질속성을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카노모형에서 통상 적용하고 있는 최빈값 기준의 품질속성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

다(Matzler et al 1996, Lee and Newcomb 1997, Löfgren and Witell 2005, Yoon and Lee 2009, Cho 2013).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샘플링오차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최빈값만으로 품질속성을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로 여겨진다(Yoon and Lee 2009). 상대적으로 빈도값이 큰 값을 갖는 품질 속성과 작은 값을 

갖는 품질 속성간의 구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Berger et al(1993), Lee and 

Newcomb(1997), Lim et al(2003) 등이 제안한 바 있다. 대안으로 빈도가 둘 이상의 범주에서 엇비슷한 결과가 나

왔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세분시장별로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Matzler et al 1996). 즉, 

3) 제공 ‘○’ , 미제공 ‘×’, 일부제공 ‘△’, 고객의 주관적 판단 ‘-‘

4) 1. Lee(2015), 2. Park, Jong-Oh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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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나이나 성, 또는 직업 등의 층별을 통해 특정 품질속성이 매력품질, 일원적품질, 당연품질 등 중에서 어느 범

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세분시장별 전략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시장별로 품질속성의 분

류를 위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층별의 대상이 하나인 경우라면 빈도분석 등으로 

쉽게 분석이 가능하지만, 2 이상의 범주를 한꺼번에 고려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고객의 니즈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인데, 비모수적

인 방법을 이용하고 나무구조로 되어 있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Lee 

2010). 의사결정나무모형이 품질 분야에 적용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Lee et al(2014)은 와인의 구성요소에 따

른 와인품질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Lee and Han(2010)는 고객 경험의 관점에서 테마파크 선택 시에 이

용객들이 중시하는 속성을 연구하는데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활용하였다. Yu et al(2015)은 커피전문점 선택속성과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Choi and Kim(2011)은 병원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속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분

석하는데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한 바 있다. 그렇지만 카노모형에 의한 품질속성의 분류에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3. 실증분석

3.1 설문의 구성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통상우편서비스의 품질속성은 총 23개로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통상우편서비스 품

질속성은 Park et al(2011)과 Lee(2015)의 통상우편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였

으며, 통상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을 한 후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설문은 각 품질속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

였다(Table 2 참조). 또한 설문에는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문항, 즉 성(gender), 연령, 거주지, 직업, 통상우편

서비스 이용경험, 경쟁사 서비스 이용 경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는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기업고객과 이용요금의 지불 없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개인

고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는데, 강원,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는 고객 중 통상우

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고객 350명 및 개인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2월17일부터 4월 5일까지 34일

간 실시하였다. 응답한 기업고객 278부(회수율 79.4%)중에서 불성실한 답변 2부를 제외한 276부를, 개인 수취고객 

Ques

tion
If they ..., how would you feel?

I 

like 

it

It must 

be 

I   am 

neutral

I can 

live 

with it

I dis-

like it

1

If they deliver at a preferred time and date 

including nights, weekends, or holidays
          

If they do  not deliver at a  preferred time and 

date including nights, weekends, or holidays
          

Table 2. Questionnair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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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부(회수율 87.7%)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 20부를 제외한 24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개인고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은데, 남성 122명(50.2%), 여성 121명(49.8%)으로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연령층으로는 40-50대가 135명(55.6%), 30대 이하 97명(39.9%), 60대 이상 11명(4.5%)으로 

40-50대 연령층이 절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41명(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이 129명(53.1%)으로 절반을 넘었다. 개인고객 표본의 통상우편서비스 수취 경험에 따른 특성도 Table 3에 나와 

있는데, 월평균 우편물 수취통수는 ‘4통 이상’이 118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수취하는 우편물 종류는 

‘편지 등 서신’이 191명(78.6%)이고, 광고정보전달 선호매체는 ‘인터넷/SNS 등’이 139명(57.2%)으로, 민간업체에

(n=276) Item Freq. %

business
for-profit 138 50.0%

non-for-profit 138 50.0%

location
urban 182 65.9%

rural 94 34.1%

exp. of competitor's service
yes 112 40.6%

no 164 59.4%

dispatching frequency

everyday 138 50.0%

once a week 69 25.0%

once a month 69 25.0%

postal cost/month

(₩000)

100  < 85 30.8%

100-300 81 29.3%

300 > 110 39.9%

Table 4. Sample Characteristics for corporate clients

Demogr. Item Freq. % Experience No/yr Freq. %

gender
male 122 50.2

received  
mail/month

1<= 44 18.1

female 121 49.8 2-3 81 33.3

age

<40 97 39.9 4>= 118 48.6

40-50's 135 55.6
type of 

received mail

letter 191 78.6

60> 11 4.5 ad. 34 14

occup.

private 141 58 small package 18 7.4

govern. 14 5.8
preferred 

media

mail 98 40.3

housewife 18 7.4 Internet/SNS 139 57.2

others 70 7.3 others 6 2.5

income

3M/m  < 129 53.1 received 
mail from
private 

co./month

none 112 46.1

3M-6M/m 92 37.9 2<= 92 37.9

6M/m > 22 9.1 3>= 39 16.0

Table 3. Sample characteristics for individual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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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달하는 우편물의 수취통수는 ‘0통’이 11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고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은데, 영리법인과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비율은 같았다. 

발송기관의 소재지는 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우체국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이용 경험이 없는 조

직이 약 60%가 되었다. 기업고객의 50%는 매일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었으며, 월 우편발송요금이 30만원을 초과하

는 조직이 약 40%에 달하였다. Table 4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편지, 각종 안내서 및 청구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를 포함한 통상우편물이 상품광고나 생활정보등의 등기우편물(9.4%), 서적, 다이어리, 달력 등 소형포장물을 내

용으로 하는 우편물(10.1%)에 비해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Q.  
No

Corporate clients Individual recipients

A O M I R Q Clas. A M O I R Q Clas.

1 195 48 0 28 5 0 A 171 0 41 26 5 0 A

2 166 84 5 20 1 0 A 145 5 74 18 1 0 A

3 78 170 20 6 1 1 O 71 17 147 6 1 1 O

4 143 68 16 49 0 0 A 120 13 63 47 0 0 A

5 185 51 3 37 0 0 A 159 3 47 34 0 0 A

6 30 202 34 10 0 0 O 27 30 177 9 0 0 O

7 35 194 38 8 0 1 O 30 34 170 8 0 1 O

8 172 78 0 26 0 0 A 151 0 71 21 0 0 A

9 190 55 2 28 1 0 A 165 2 51 24 1 0 A

10 58 190 22 5 1 0 O 50 19 168 5 1 0 O

11 34 209 24 8 1 0 O

12 93 116 3 64 0 0 O

13 91 174 3 7 1 0 O

14 162 74 3 36 1 0 A

15 90 89 3 93 1 0 I

16 121 54 11 90 0 0 A

17 150 69 5 49 3 0 A

18 186 66 2 21 0 1 A

19 154 72 3 45 1 1 A

20 151 99 6 18 1 1 A

21 49 140 84 3 0 0 O

22 19 99 156 2 0 0 M

23 121 144 1 10 0 0 O

Table 5. Frequency table for quality attributes and classifications b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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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속성의 분류

Table 5는 통상우편 서비스 품질속성에 따라 매력(A), 일원(O), 당연(M), 무관심(I), 역(R) 및 회의적(Q) 품질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수가 집계되어 있다. Table 5의 왼쪽은 기업고객, 오른쪽은 개인고객의 집계결과이다. Kano et 

al(1984)에 의하면 품질속성을 분류할 때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분류된 품질속성이 기업

고객 및 개인고객별로 Table 5에 나와 있다.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함께 적용된 문항 1부터 10은 두 그룹에 있어

서 같은 속성으로 분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 for quality attribute 12

  

‘원하는 시간에 배달(1)’, ‘배달시간 사전 안내(2)’, ‘약속시간보다 일찍 배달(4)’, ‘익일 특정시각 배달서비스(5)’, ‘보

관 후 지정일 배달 서비스(8)’, ‘당일 특정시각 배달(9)’등이 매력 품질로 분류되었으며, ‘약속일 배달(3)’, ‘안전한 배

달(6)’, ‘희망 장소 배달(7)’, ‘배달 직원 친절성(10)’ 등이 일원적 품질로 분류되었다. 당연, 무관심, 역, 회의적 품질로 

분류된 품질속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우편서비스가 택배서비스와 달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부 개방영역5)†

을 제외하고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과, 설문문항에는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서비스보다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Table 1 참조) 매력 품질로 분류된 속성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3.3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한 품질속성 분류

Table 5에서 문항 12, 15, 16 및 23의 경우 최빈값의 빈도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정 범주에 속한 빈도가 다른 범주의 빈도를 압도하지 않으면 최빈값만으로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세분시장별로 속성이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파악된 품질속성에 관한 

5) 무게가 350g이 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민간에서도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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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세분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한 빈도가 우세하지 않은 경우에 세분시장(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품질속성이 다르게 분류되는지를 

알아 본다. 세분시장별 속성의 분류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다. 즉, 성별이나 나이 등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

수에 따라 품질속성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에 의한 분석은 IBM SPSS Staistics 21을 이용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모형 중에서 CHAID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독립변수가 질적 변수일 때 다지 분리를 허용하는 의사결정모형(Lee 

2010)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리기준을 (Chi-square) 검정의 유의수준을 0.05로 하고 최대 나무 깊이는 5로 설정

하였다. 부모 노드는 최소 케이스가 50 이상이 될 때부터 분리가 시행되고 자식노드는 최소 케이스인 30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게 설정하였다. 개인고객에 대한 분석에는 수취통수, 민간업체에서 배달받은 우편물의 양, 선호매

체, 성, 나이, 거주지, 가계소득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각 품질속성을 종속변수로 한다. 기업고객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독립변수는 업종, 소재지, 우편발송주기, 납부한 우편요금, 발송계약 여부 및 민간사업자 이용경험 유무 

등이다.

Figure 1은 품질속성 12(다양한 할인제도)에 대하여 의사결정나무모형의 CHAID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1차로는 업종별로, 2차로는 우편요금별로 분류되었는데, 영리법인(업종 1)은 일원적품질(O)로 분류되고, 비영리조직

(업종 2)의 경우 우편요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무관심품질(I)과 매력품질(A)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품질속성에 대해 의사결정나무모형으로 분류하였더니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에게 공통으로 포함된 품

질속성 1부터 10까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으며, 최빈값에 의한 분류결과(Table 5)와 같은 결

과가 나왔다. 기업고객에만 해당되는 문항 11부터 23까지의 13개 항목 중에서 문항 11, 13, 14, 17, 18, 19, 20 및 

22는 최빈값에 의한 분류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고, 나머지는 문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가 

Table 6이다.

문항 12(다양한 할인제도)의 경우, 영리법인은 요금할인제도를 일원적품질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비영리조직

No Classification 

12

for-profit organization O

non-for-profit or public  organization
low postal cost(<₩300,000/mo) I

high postal cost A

15
mail once a week or less

urban O

rural A

mail every day I

16

mail once a week or  less A

mail every  day
urban I

rural A

21
exp. of competitor's service M

no experience O

23
urban O

rural A

Table 6. Classification of quality attribute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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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월우편요금이 많은 조직은 매력 품질로,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은 무관심품질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항 15(책자, CD 등 소형포장물을 인터넷접수 후 우체통에 투입해서 발송)의 경우, 

매일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고객은 무관심품질로 인식하는데 반해, 발송빈도가 많지 않은 기업고객은 기업의 소재

지가 도시인가(일원적), 아닌가(매력)에 따라 품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6(우편물을 봉투에 넣

거나 포장하지 않은 채 어떠한 외관을 갖고 있더라도 발송)의 경우도 우편물의 발송빈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소재지

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21(전국 어느 지역에나 배달)은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경험 여부

에 따라 당연 또는 일원적 품질로, 문항 23(원하는 시각에 방문 접수)은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 일원적으로 읍면 지역

의 경우 매력품질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품질속성의 상당수는 현재 제공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품질속성은 대체로 무관심품질이나 역품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

러한 고정관념에 반한다. 즉, 세분시장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품질속성을 매력품질 또는 일원적 품질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고객의 경우 최빈값에 의한 분류결과를 보면 총 23개의 품질속성 중에서 9개의 속성이 일

원적품질, 12개의 속성이 매력품질, 당연품질, 무관심품질이 각 한 개이다. 이것은 고객의 잠재적 니즈 확인을 위해 

선진 해외우정서비스회사의 베스트프랙티스를 설문문항에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한

국의 통상우편서비스 고객(개인고객이든 기업고객이든)의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 선진 해

외 메이저 EMS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봤거나 우리 생활 속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SNS 등으로 고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잠재적인 신규서비스의 도입도 서둘러야 높아진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통상우편서비스는 일부 개방영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독점사업 영역으로 관리

되어 오고 있다. 한미 FTA협정 시행 등 대외적 개방과 아울러 우편법 개정으로 화물·택배회사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업체까지 서신 송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통상우편서비스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만족도를 높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품질 속성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품질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품질

속성의 분류에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최빈값만으로 분류할 때 ‘경계영역’에 속하는 품질속성을 세분시

장별로 분류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당연품질 및 무관심품질로 분류된 품질속성이 거의 없는 반면, 많은 품질속성이 매력 품질로 분류되었

다. 통상우편서비스 중에 일부 서비스는 특정 계약고객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맞춤형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대부분의 고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의 잠재적 니즈 확인을 위해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선진 우편서비스 내용을 설문 항목에 많이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매력품질로 인식하고 있는 품질요소 들 중에서도  경쟁사가 먼저 시행하기 전에 시장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배달시간과 장소의 정확성, 안전성, 친절성, 요금, 신뢰성 등은 택배서비스의 품질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원적 

품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배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본 고객들이 일원적 품

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이들 품질 요소들은 서비스가 충족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적어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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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2 내지 그 이상의 변수에 따라 품질속성을 분류할 수 있

다. 만일 표본의 크기가 본 연구에서 확보한 표본의 크기보다 컸다면 2차 또는 그 이상의 노드분리가 유의하게 나타

날 가능성이 커지고 통계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분시장별 마케팅전

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유용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분시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변수(인구통

계학적 변수)를 세심하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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