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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텔레비전의 품질측정 방법론 

변대호*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Three-Dimensional 

Television

Dae-Ho Byun*

요  약  새로운 IT제품인 3차원 텔레비전(3DTV)은 우리생활에서 TV가 방송을 시청하는 도구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DTV는 2차원 TV보다 우수한 효능을 갖지만 내제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들은 품질이 수용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효과적인 품질측정 방법으로 품질개선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분석과정을 사용한 3DTV의 품질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3DTV의 품질기준들을 도출하고, 품질측정 방법으로 품질 갭을 계산하는 
대신 상대적 품질척도인 품질비율 개념을 제안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품질개념을 제안하였고, 수치적인 예제를 통하
여 3DTV의 품질점수 도출과 3DTV간 품질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절차를 보였다.

주제어 : 3DTV, 품질기준, 품질측정, 품질점수, 품질비율, 계층적 분석과정 

Abstract  Emerging three-dimensional television (3DTV) as a new IT product shows a possibility that television 
is not for just watching broadcasting, but an attractive tool for applying it to our real life. Three dimensional 
television is generally more effective and attractive than two-dimensional television (2DTV). But it still needs 
continuous technological improvement to solve its inherent limitations until many customers decide to purchase 
3DTVs without hesitation. Innovative products like 3DTV encounter a quality problem leading purchase decision 
by customers. Qualit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ustomers to adopt and use the 
product. Furthermore, measuring quality effectively is considerable for the 3DTV research.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for evaluating 3DTVs in a view of quality. We describe 
quality criteria affecting the 3DTV selection through a literature survey and develope an analytical method for 
measuring quality. We classify the quality of 3DTV into four types and suggest a concept of the quality ratio 
as a measurement criteria instead of the quality gap. Though a numerical example, we show how priorities of 
3DTV with versatile manufacturers is computed. 

Key Words : Three-dimensional television, Quality criteria, Quality score, Quality gap, Quality ratio, Analytic 
Hierarc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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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까지 텔 비 (TV)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해왔

다. 휴 폰의 단문 문자메시지를 체하는 TV에서부터 

상 방 TV와 메시지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텍스트 

기반 TV, PC에서 TV 방송을 볼 수 있는 PC와 결합된 

웹 TV, 인터넷과 결합된 수용자 심의 IPTV, 그리고 

TV의 새로운 신기술인 3DTV(three dimensional 

television)에 이르고 있다. 3DTV는 의 성질을 이용하

여 동일한 두 개의 상을 획득하여 이를 좌우 각각의 

에 섞이지 않게 보여주어 3D 상을 구 하는 기술이다. 

때문에 2DTV보다 깊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상

과 소리정보를 제공한다[6]. 한 시각뿐만 아니라 상

으로부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TV도 3DTV의 범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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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DTV는 기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 기술

로 심을 끌고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용할 수 있고 향후 지상  방송이 디지털로 환되면 

2DTV를 체할 것으로 견하고 있다. Informa 

Telecoms & Media[16]에 따르면 2015년  세계 3DTV 

보유가구는 2천2백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3DTV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개발 로젝트를 수행

해왔으며 지속 인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다. 유럽은 

1998년부터 시작된 PANORAMA 로젝트, 2002년부터 

시작된 ATTEST 로젝트를 통해 3차원 상기반 기술

을 개발하 다[5]. 일본은 1974년 최 로 입체 실험 방송

을 시작한 이래 1998년 NHK가 올림픽 주요경기를 3D 

HDTV로 시범 계하 다. 2002년에는 다안식 다시  3

차원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 다[7]. 그리고 2020년까지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공감각 3DTV를 계획하고 있다. 주

요 3DTV 생산업체로 소니, 나소닉이 있다. 미국은 3D 

입체 상을 항공우주, 방송, 의료분야에 용하기 해 

2004년 다시  입체 TV시스템을 구 하 다. 네덜란드

는 2008년에 8인치, 22인치  52인치용 3D 디스 이

를 발표하 고,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2013년 3DTV 

방송시 를 개막하고 2015년까지 무안경 3DTV 실 을 

계획하고 있다[1]. 삼성 자가 2008년에 3D-ready DLP 

 PDP TV를 출시하 고, LG 자의 무안경 10시  3D 

디스 이를 내놓고 있다[3]. 삼성 자는 2010년 셔터안

경식 3DTV를, LG 자는 필름 패턴 편 방식(FPR) 

3DTV를 출시했다. 셔터안경식은 왼쪽, 오른쪽 에 반

응하며 빠른 속도로 번갈아 열리는 방식이고, FPR은 TV

에서 왼쪽 과 오른쪽 용 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이

를 편 안경을 통해 분리해 인식하는 방법이다. 

3DTV는 매력  요소가 많지만 2DTV와 달리 기술  

문제 도 내포하고 있다. 화면 깜박거림, 겹침 상, 풀

HD 화면을 구 하기가 어렵다는 이 있다. 한 고화질

을 즐기기 해서는 특수 안경이 필요한 , 워서 TV

를 볼 수 없다는 , 입체 상이 오히려 몰입도를 하시

키거나, 장시간 시청시 의 피로감, 안경착용의 불편함 

등 부작용에 한 의구심도 있다. 3DTV에서 시각 심리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두 의 거리와 수렴

각도의 불일치, 두 에 제공되는 상의 차이, 시공간

인 과도한 디스패리티의 변화율을 들 수 있다[2]. 

3DTV는 해결과제에도 불구하고 TV의 새로운 신

을 가져왔다. 3DTV가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소

비자들의 선택과 사용이 요하며, 이러한 신기술들의 

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보편 인 요인으로 품질을 들 

수 있다. 3DTV는 기술  특성 때문에 품질이 서비스의 

수용과 사용에 요한 향을 미친다. 품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구조건이나 명세를 만족하고 성공

으로 서비스되는 것으로 사용상 합성을 의미한다. 

품질이 사용에 요한 이유는 품질이 높은 제품은 사용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 지속 인 사용 는 재사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34]. 품질은 신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사용만족을 가져오고 지속 인 

사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28][29]. 

선행연구들은 품질을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

로 구분하 다[34][[35]. Parasuraman, Zeithml, Berry[26]

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들이 기 하는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성과와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이 요한 이유는 고객만족도, 행동의도, 충

성도에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0]. DeLoned와 

McLean[13]은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은 분리

되어 측정되어야 하며 이들은 각각 사용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  다른 품질 개념으로 체감품질

(experience quality)은 사용자가 주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총체 인 서비스품질을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를 

상으로 시험하고 측정하며, 사용자의 경험과 환경에 

향을 받는 품질 개념이다[11][17]. 를 들어 화질이 선

명하고 부드럽다고 인지하는 것은 체감품질에 속한다. 

3DTV의 품질 개선을 해서는 합한 품질측정 방법

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3DTV의 품질측정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목 이다. 3DTV에 향을 미치는 품질기

을 제안하고 계층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31][32]을 사용한 품질측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에 한 문

헌고찰로부터 공통 으로 언 된 요인을 발견하고 3DTV 

특성에 합한 기기 을 도출한다. 이때 품질 개념을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체감품질로 구분하고 

각 개념별로 세부 품질기 을 도출한다. 둘째, 품질측정 

방법으로 계층 분석과정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새로운 

품질측정 방법인 기 품질과 사용품질간의 품질비율 개

념을 제안하고, 3DTV의 품질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넷째, 수치 인 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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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인다.

    

2. 품질기준

2.1 시스템품질

시스템품질은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를 측정하는 품질 개념이다. Venkatesh와 Davis[35], 

Goodhue와 Thomson[14], Igbaria, Parasuraman, 

Baroudi[15]는 기능성, 성능, 상호작용을 들었다. Cox와 

Dale[12]은 신뢰성, 보안성, 이해도, 외 , 기능, 공 자와

의 계를, Janda, Trocchia, Gwinner[20]는 근성을 제

안했다. Kaynama와 Black[22]은 콘텐츠, 네비게이션, 개

인화, Kim과 Lee[23]는 유용성, 사용의 용이성을 들었다. 

Roca, Chiu,  Martinez[29], Seddon과 Kiew[30]는 작업의 

동시성, 작업순서의 논리성, 결과의 측, 정보의 조직화, 

신속한 응답을 제안했다. 

이들  3DTV에 부합되는 시스템품질 기 으로 (1) 

기능, (2) 성능, (3) 상호작용, (4) 외 , (5) 응답성을 포함

시킨다. 

2.2 정보품질

정보품질은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을 측정한

다(Pitt, Watson, Kavan[28]). 3DTV에서 정보는 제조회

사에 한 사항과 콘텐츠를 의미한다. Roca, Chiu, 

Martinez[29]와 Seddon과 Kiew[30]는 정보품질의 측정

항목으로 정보의 직무 합성, 이해도, 정확성, 표 형식, 

콘텐츠, 최신성, 완 성, 신뢰도, 신속한 정보제공을 들었다. 

이들  3DTV에 합한 시스템품질 기 으로 (1) 신

뢰성, (2) 정확성 (3) 콘텐츠를 들고, 콘텐츠 평가기 으

로 다양성, 내용, 완 성, 최신성을 포함시킨다. 

2.3 서비스품질

Parasuraman, Zeithamal, Berry[26]가 제안한 

SERVQUAL은 신뢰성, 응답성, 보증성, 공감성, 유형성

의 5개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소

비자의 기 치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한다. 

Zeithaml, Parasuraman, Malhotra[39]는 근성, 네비게

이션의 용이, 효율성, 유연성, 신뢰성, 개인화, 보안성/

라이버시, 응 성, 보증/믿음, 미 요소, 가격이라는 품질 

차원을 제시했다. Zeithaml[38]은 효율성, 신뢰성, 수행도, 

라이버시, 고객서비스, 응답성, 보상, 을 포함시켰

다. Ho와 Lee[19]는 보안성, 사용의 용이성, 정보 근성, 

서비스 범 , 개인화, 고객화, 사용자나 정보제공자 간의 

커뮤니티, 고객의 불만이나 질문에 신속히 답변을 해  

수 있는 응 성을 들었다. 

Pitt, Watson, Kavan[28]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여부, 사용자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는지 여부, 사용자

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했다. 

Seddon과 Kiew[30]는 사용의 편의성, 정보 획득의 수월

성, 사용성을 들었다. Roca, Chiu, Martinez[29]는 인터페

이스, 시각도, 신속한 서비스, Zhang과 Prybutok[40]는 

구매의 용이성, 시각  매력도, 벤더의 정책, 벤더의 서비

스 질을 들었다. Gournaris와 Dimitriadis[18]는 사용성, 

정보제공 능력, 상호작용을 들었다. Perdue[27]는 근성, 

네비게이션, 시각  매력, 콘텐츠를, Aladwani와 

Palvia[8]는 외 , 기술  합성을 들었다. Zeithaml[38]

은 효율성, 신뢰성, 라이버시, 응답성, 고객과의 상호작

용을 포함시켰다. Wang[36]은 웹사이트의 서비스품질 

차원으로 신뢰성, 응 성, 보증, 공감을 포함시켰다. Yoo

와 Donthu[37]는 사용의 용이성, 설계, 속도, 보안성을, 

Song, Jang, Shon[33]은 화성, 개인화, 고객화를 제시

했다. Nossiter[24]는 방송미디어의 서비스품질 차원으로 

기술  우수성, 내용, 명확한 목 , 신성, 성을, 

Blumler[9]는 내용의 충실성, 신선함, 진실성, 복합성, 

성, 품 , 표 의 풍부함을 들었다. 임혜경[4]은 다양성, 

로그램 내용, 문성, 법성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에서 언 된 서비스품질 기 들은 시스템품

질이나 정보품질의 기 들과 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들을 제외하고 3DTV에 합한 서비스품질 기 으로 (1) 

편의성, (2) 사용성, (3) 시각  매력, (4) 응 성, (5) 고객

서비스, (6) 가격을 포함시킨다.

2.4 체감품질

체감품질은 이용자가 주 으로 수용하는 총체 인 

서비스 질로 경험이나 환경에 향을 받는다. 

Csikszentmihalyi[11]는 체감품질에 미치는 요인으로 동

기유발, 활기찬 느낌, 행복감, 정신집 을 들었다. Otto와 

Ritchie[25]는 흥미, 열정, 쾌락, 마음의 평화, 몰입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다. Kao, Huang, Wu[21]는 체감품질의 차

원으로 소비하는 동안 시간 가는  모르고 몰입하거나 

소비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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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신선함, 특별함, 유일성을 나타내는 놀라움, 서비스의 

참여, 행복감, 기쁨, 흥미를 제안했다. 

품질기 과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3DTV 이용

자들은 세부기 에 한 측정항목을 5  척도(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로 이 한다.

<표 1> 품질기준과 측정항목

품질
기

세부기 측정항목

시스템

품질

기능 화면, 상이 잘 작동되었다.

성능 2DTV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하 다.

상호작용 리모콘 조작은 만족스러웠다.

외 외 은 만족스럽다.

응답성 리모콘 조작에 신속히 응답하 다.

정보

품질

신뢰성 제조회사의 인지도와 평 은 믿을만하다.

정확성 제품정보는 정확하다.

콘텐츠

제공되는 콘텐츠는 다양하 다

콘텐츠 내용은 만족스럽다.

콘텐츠는 완 하다.

콘텐츠는 최신이다.

서비스

품질

편의성 안경착용은 불편하지 않고 만족스러웠다.

사용성 구입  기 했던 목 을 잘 달성하 다.

시각  

매력

HD  이상의 상을 제공하며 시각 으

로 매력을 느 다.

응 성
사용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었다

고객서비스 벤더들의 고객서비스 질은 만족스럽다

가격 구입가격은 만족스럽다.

체감

품질

몰입 시청하는 동안 몰입했다.

기쁨 시청은 기쁨을 주었다.

흥미 시청은 흥미로웠다

3. AHP 방법

3.1 계층적 모형 

품질 에서 3DTV의 품질을 평가하고 가장 우수한 

3DTV를 선정하기 해 계층 분석과정(AHP) 모델을 

구축한다. AHP는 복잡한 평가기 이 주어지고, 여러 명

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문제에서 평가기

과 안을 계층 인 구조로 형식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AHP는 안들의 요도와 우선순 를 도출하

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안들이나 평가기

의 상 인 요도를 9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 인 

요도를 도출한다. 정성  는 정량 인 평가기 을 처

리할 수 있으며, 평가기  간 는 평가기 에 한 안 

간의 비교와 일 성 비율은 AHP가 가진 장 이다. 

AHP 모델은 목표를 심으로 품질기 , 세부품질기

, 평가 안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평가기 은 4

가지 품질개념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체

감품질로 구성되고 각 품질기 은 세부품질기 을 갖는

다. 평가 안은 여러 제조회사에 생산된 3DTV 제품이 

된다. 

3.2 품질비율 계산

Parasuraman, Zeithml, and Berry[26]는 품질을 고객

의 기 치-고객이 지각하는 품질로 정의했다. 이러한 품

질 갭은  품질지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품질 갭의 

소로 3DTV를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 이 있

다.  품질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과, 품질 갭

의 소로 품질만족도를 나타내기는 곤란하다. 를 들

어, 3개의 3DTV의 품질 갭의 소가 3DTV-1 << 

3DTV-2 << 3DTV-3라고 가정하면, 3DTV-1의 품질은 

만족스럽고 3DTV-3은 그 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3DTV-3이 3DTV-1, 3DTV-2에 비하여 품질

이 우수하지만 3DTV-3 역시 품질이 허용치 이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3DTV에 한 품질 지각치/품질 기 치

의 비율을 계산하여 가장 만족스러운 안을 찾는 방법

이 기능하다. 이용자가 단하는 품질 기 치에 비하여 

지각치가 크다면 품질 허용치를 과하여 3DTV의 품질

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계산방법을 소개하기 하여 몇 가지 기호를 정의하

기로 한다. 3DTV i가 제공하는 기 품질을 Ei, 서비스 사

용 후 실제 지각한 품질을 Ai라 할 때 품질비율 Ri는 식

(1)과 같다.

  

 
(1)

기 품질과 지각품질을 결정하는 품질기 을 j라 할 

때, 이용자가 평가한 품질기 의 요도 Wj, Vj를 각각 

곱하면 수정된 품질 비율 WRi는 식(2)와 같다. Wj, Vj는  

[그림 1]의 AHP 모형에서 기 품질에 한 AHP 모델과 

지각품질에 한 AHP 모델을 각각 구축한 다음 품질기

 간 비교를 통해 얻어진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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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V 선정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체감품질

기능

성능

상호작용

외

응답성

신뢰성

정확성

콘텐츠

편의성

사용성

시각  매력

응 성

고객서비스

가격

몰입

기쁨

흥미

3DTV-1 3DTV-2 3DTV-n 

이용자1 이용자2 이용자n.........

........... 

다양성

내용

완 성

최신성

[그림 1] AHP 모형

품질비율 계산

품질기 의 기하평균 계산

품질기 의 요도 

각 품질기 에 한 이

<기 품질/사용품질에 한 AHP 모델>

품질 수 계산

3DTV의 품질 

우선순

[그림 2] 3DTV의 품질 우선순위 도출 절차

 


 






 



 
(2)

3.3 품질점수 계산

품질기 의 요도 도출 과정은 기하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m명의 평가자와 n개의 주기 을 가정하고 비

교에 의한 단치를 M..으로 나타내면, j번째 평가자의 

요도는 식(3)과 같다.






 








 

(3)

주 품질기 에 한 요도 Mij는 식(4)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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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번째 주 품질기 과 j번째 평가자에 하여, k번째 세

부 품질기 의 요도 Sijk는 식(5)와 같다.            

 
 



        (5)

특정 세부 품질기 에 하여 3DTV의 비교는 이용

자가 각각의 3DTV를 충분히 경험해야하는 제조건이 

요구되므로 상  비교는 어렵다. 이 경우 이용자 각자

가 평가하는 이  방법이 보다 유용하다. 이 은 측

정문항을 리커터 5  척도로 평가하며, 3DTV의 요도

는 이용자가 평가한 이  값과 품질기 의 요도의 

가 합계로 구해진다. 그 결과 3DTV i의 우선순 는 품

질 수 Qi 값이 클수록 높게 된다. 

    

 
 



 (6)  

식(6)에서 Pj는 j번째 세부 품질기 에 한 체 이용

자의 이  결과를 종합하여 계산된 요도이며, Bij는 

i번째 3DTV에 한 j번째 세부 품질기 의 이  값이

다. 식(6)은 이  값의 가 치로 이용자 개개인이 평가

한 품질기 의 요도가 아닌 체 이용자의 합성된 

요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모든 3DTV의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3DTV에 해서 요도를 5  척도로 이  하게 한 후, 

체 3DTV의 최종 평가치는 이들 이  값을 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4. 수치적 예제

AHP 모델을 테스트하기 하여 다음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6명의 피실험자 S1, S2, S3, S4, S5, S6와 3개

의 3DTV T1, T2, T3를 가정한다. 각 피실험자들은 4개

의 품질기 과 17개 세부기 에 하여 요도를 9  척

도로 비교한다. 평가 데이터는 난수발생 실험을 통해 

도출하 고, 6명의 피실험자들의 평가치를 산술평균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식(5) 참조). 

<표 2> 품질기준과 세부기준의 중요도 

품질기 의 요도 세부기 의 요도

시스템품질(.25)

기능(.12)

성능(.09)

상호작용(.03)

외 (.045)

응답성(.015)

정보품질(.10)

신뢰성(.04)

정확성(.04)

콘텐츠(.12)

서비스품질(.45)

편의성(.04)

사용성(.06)

시각  매력(.12)

응 성(.02)

고객서비스(.04)

가격(.12)

체감품질(.20)

몰입(.04)

기쁨(.035)

흥미(.025)

그 다음, 17개 세부기 에 해서 3DTV의 요도를 

도출하기 하여 피실험자는 <표 1>에서 기술된 측정항

목의 정 는 부정 여부를 5  척도로 평가한다(<표 

3> 참조). 이때 3DTV T1은 피실험자 S1, S2가, T2는 

S3, S4가, T3는 S5, S6가 기 품질을 평가하도록 한다. 

기 품질은 3DTV를 사용하기 에 3DTV에 한 각종 

정보를 알려주고 도출한다. 3DTV별로 피실험자를 구분

하여 실험을 하는 이유는 동일한 피실험자가 여러 제품

의 3DTV를 비교하면서 상  평가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험 시간이 길어지면 개

인별 피로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평가치를 도출하기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실험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각 피실험자가 서로 다른 3DTV를 평가하고 평균치를 사

용하는 방법이 보다 경제 이며 실험의 오류를 일 수 

있다.

<표 3> 측정항목에 대한 피실험자의 레이팅 예

측정

항목
S1 S2 S3 S4 S5 S6

기능에 

한 문항

매우그

다
아니다 보통 보통 그 다 그 다

성능에 

한 문항
보통 보통 그 다 아니다

아

니다. 

매우그

다

...... ...... ...... ..... ..... ..... .....

흥미에 

한 문항

아

니다. 
보통 그 다 보통

매우그

다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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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된 각 3DTV에 한 정성  평가 결과

는 5  척도의 정량  데이터로 변환하고, 식(6)과 같이 

세부기 의 가 치를 곱한다. 그 다음 피실험자들의 평

가치를 산술평균하여 3DTV의 기  품질 수를 도출할 

수 있다. 

사용품질에 한 품질 수는 [그림 2]에 기술된 것처

럼 피실험자가 실제 3DTV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 기

품질 수를 구하는 방법과 같은 차에 따라 도출한다. 

기 품질과 사용품질에 한 품질 수를 구한 다음 3개

의 3DTV의 품질비율을 계산한다. 3개의 3DTV의 품질

비율은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3DTV의 품질비율

3DTV 기 품질 사용품질 품질비율

T1 .260 .460 1.769

T2 .330 .310 .939

T3 .410 .230 .560

품질비율이 1보다 크면 기 품질에 비하여 사용품질

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품질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고, 품질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 품질에 비하여 사

용품질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품질만족도

는 낮다고 평가된다. 이 원리를 통해 3DTV의 품질우선 

순 를 도출할 수 있다. <표 4>로부터 T1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 T2, T3 순이며, 아울러 T2, T3는 모두 

품질비율이 1보다 작기 때문에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5. 결론

3DTV는 TV의 새로운 명을 가져오고 있지만 내재

된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다. 지 까지 소비자들이 경험

하지 않는 제품인 계로 기술수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이때 품질은 소비자들이 3DTV를 선택하고 사용을 

지속하는데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효과 으로 3DTV

의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품질 개선 방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 개념을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

비스품질, 체감품질로 분류하고, 각 개념별 세부 품질기

을 도출한 다음, AHP 방법을 사용하여 3DTV의 품질

수를 계산하고 우선순 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여러 가지 다기 의사결정 방법  AHP는 복잡한 평

가기 을 계층화할 수 있다는 , 일 성 비율을 통한 평

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 액스퍼트 이스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상으로 한 실험연구에 효과 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제조회사의 

3DTV를 상으로 품질 측정을 해야 할 경우 5  척도의 

이 을 사용하는 것은 평가 안의 비교 회수를 일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측정을 차이

분석이 아닌 비율계산으로 3DTV간 상 으로 비교한 

시도는 기존 방법보다 합리 이다. 왜냐하면 3DTV를 구

입하려는 고객은 인 제품의 평가 수 보다는 가장 

베스트 한 한 제품을 선정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3DTV 개발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

는 품질이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

과 제품 설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소

비자들은 제품 선정을 한 의사결정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 소비자를 상으로 실증 인 

분석을 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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