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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selection model of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using an analytical

hierarchy technique. When selecting a telecommunication company, consumers conflict the

difficulty in decision-making because there are many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factors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o select an optimum telecommunication company, consumers

need to consider a number of differ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actors such as fare, various

services, additional function and so on. In this study, we develop the method for selecting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to help consumers' decision-making for

their benefits.

 

1. 서론

휴대폰은 현대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

수품이 되었다. 무선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의

상용화와 DMB의 대중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효과 등에 따라 가입자가 4

천만 명(2006년 현재)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용범위나 규모의 확대는 더

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 가입

자가 거의 포화상태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동전화 산업이 매년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요금제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의

다채로운 수익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같은 대중화에 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휴대폰에 관련된 불만사항이 가장 많은 접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각 이동통신사

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사업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여러 서비스들이 대폭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요즘 이동통신회사들 간에 제공되는 서

비스가 너무나 다양하고 요금이나 품질 등도 비

슷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통신회

사를 고르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

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한 회사의 요금제도만

해도 상당히 다양하며 가능한 옵션을 넣고 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된다. 그리고 광고를 보

면 한 부문의 품질 1위를 가지고 자기 회사의 전

체 품질이 최고라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곤 한다.

게다가 전화라는 기본 기능 외에 일상소비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할인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의 선택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

다. 각 통신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종류

가 너무 다양하여 이제는 단순히 단말기의 모양

이나 CF 모델에 따라 통신회사를 선택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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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 계층분석기법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합

리적이고 적합한 이동통신회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써 계층분석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최적의 이동통신

사 선정을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

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계층분석기법

계층분석법은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

한 요소들의 상위 종속관계의 계층으로 나누고 이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하여 최종적인 의

사결정의 목표 설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계층분석법은 목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상대적인

가중치(중요도)를 산출해 낸다. 계층분석기법은 산출

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판단이 가능한데, 쌍대비교 결과와 상대적 가중치

값을 이용하여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값을

구하고 이 값은 10%를 넘지 않는 값을 취한다.

계층분석기법은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를 상위에서 하위의

계층으로 나눈다. 이를 결정계층이라고 하며, 이 계

층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

다 [2-3].

계층분석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고 계층화

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 계층분석과정상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대안을 생성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계층분석기법의 구성과정
1단계 계층구조 수립

2단계 선택기준의 상대적 중요성 측정

3단계 선택대안의 비교

4단계
선택대안의 평가

비용을 감안한 최종 선택대안 평가

3. 최적의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사례연구

3.1 계층구조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회사 3사(A사, B사, C사)

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비교해야 할 속

성들을 연구하였다 [4]. 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단 요금, 서비스, 통화품질, 기타로 대분류를 실시

하고 그에 따른 속성들을 다양하게 도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최적의 통신사 선정에 관한

계층구조화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최적의 통신사 선정에 관한 계층구조모형

3.2 설문조사

그림 1에서 설정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관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쌍대비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

집,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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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각 항목은 1부터 9사이의 수중에서 하나를

택하게끔 하였고, 각각의 설문지의 평균값들을 다기

준 의사결정 지원도구인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5-6]. 설문조사는 휴대

폰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

되는 단말기대리점의 영업사원 3명에게 조사를 실시

하였다.

3.3 계층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3회에 걸쳐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얻은 데이터를 입력한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조사 데이터

표 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Expert Choice 프로그

램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Expert

Choice를 이용하여 그림 1의 계층구조 모형을 설문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최종 구성된 계층모형과 설문조사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Expert Choice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

형을 분석하면 최종적으로 그림 3의 결과값을 얻게

된다. 그림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사의 0.527

로 B사와 C사에 비해 그 선호도가 높게 나왔으므로

최적의 이동통신사는 A사로 선정되었다.

그림 2. Expert Choice를 이용한 계층구조화 모형

그림 3. 최종 결과값

4. 결론 및 향후 연구

현대인에 있어서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 되었으며, 2006년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의 사

용범위나 규모의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에 맞는 최적의 이

동통신사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최적의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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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이동통신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모형은 다각

도에서 분석한 다양한 속성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로는 평가기준에 대한 지

속적인 자료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속성의 확장을

통해 더욱 더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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