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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바  게  용 들  바  게  택  , 친 들 나 SNS  견  참고 는 것  는 경

 다. 러  는 기  바  게  추천 시스 에  공 는 추천 보에 만 지 않기 다. 본 연

에 는 계층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용 여 사용 들  도를 직  반  

수 는 바  게  추천 시스  다. 본 시스 에  AHP 계층도는 각 계층별  최  목 (Level 1), 평

가 기 (Level 2), 안(Level 3)  다. 본 시스   듈, AHP 처리 듈, 추천 듈, 베 스  

다. 본 시스  능  기 여 기  추천 시스 들과 만 도를 비  결과, 본 시스  다른 

추천 시스 보다 만 도가 높다는 것   수 었다.

주 어 : 계층   방법, 사결 , 바  게 , 추천 시스 , 사용  도

Abstract  Mobile game users tend to value the opinions from their friends or SNS when making a decision on 

which game to play.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formation on suggestions provided by the 

conventional mobile game recommendation systems. In this research, we made a system that can reflect user 

preference directly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n the system, the hierarchy of AHP is 

composed of final goal(Level 1), evaluation basis(Level 2) and alternative(Level 3). And the system is made up 

of an input module, an AHP processing module, a recommendation module and database. Through comparison 

analysis with two conventional systems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e could find that the system 

got more higher satisfaction than the oth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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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게임이란스마트폰, 태블릿 PC 등휴 용기기

로 즐기는 게임을 말한다[11, 19].

재 모바일 게임은 최신 스마트폰의 보 과 화제작

게임들의 시장 주도, 다양한 게임들의 출시와 게임 장르

의 다양화 등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나날이 증가하

고 있다[2, 13, 18]. 이로 인하여모바일 게임의 장르는 캐

주얼 게임부터 시작해서 퍼즐 게임, 러닝 게임, 리듬 게

임, 어드벤처 등 수 많은장르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

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

한 게임 장르들 에 어떠한 게임을 이용할 것인지에

해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Google Play Store에서는 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사용자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다른 사

용자의 정보를 식별해 내어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기술이 용된추천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

을, Naver App Store에서는 사용자들이 평가한 앱(App)

의 평 과 다운로드 횟수로 항목별로 앱의 순 를 측정

하여 그 결과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5].

그러나 [Fig. 1]을 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은 이러

한 추천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직 인

추천이나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19]. 그만큼 추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다는 직 이용자들이 게임을 경험해 보고, 느끼는 감

정들을 솔직하게 제시하는 친구들의 의견을참고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1] Information Route downloading Mobile Games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다양한 평가

항목들에 한 요도 선호도를 순 화하여 우선순

가 높은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계층 분석 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사용자

들의 주 인 선호도를 직 으로 반 하는 모바일 게

임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1, 7, 12, 16].

2. 연

AHP는 토마스 사티(Thomas L. Saaty) 교수가 제창

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불확실한 상황이나 다양한 평

가 항목들에 한 요도 선호도를 순 화하여 우선

순 가 높은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문제 해결 형 의사결

정 방법들 에 하나이다[1, 7, 12, 16].

AHP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동일한 계층 내에있는

두 평가 항목에 한 상호 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요성 는 선호도를 나타낼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반드시 역수 성질(Reciprocal)을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요성 는 선호도는 반드시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 되어야 한다[3, 4, 17]. 그 척도는 <Table 1>과

같다[15].

Scale Definition Explanation

1
Equal

importance

Two activities contribute equally to the

objective.

3

Moderate importa

nce of one over a

nother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5
Essential or

strong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7
Very strong

importance

An activity is strongly favored and its d

ominance demonstrated in practice.

9
Extreme

importance

The evidence favoring one activity over

another is of the highest possible order

of affirmation.

<Table 1> 9-point Scale of AHP

제를 만족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평가하고자 하

는 항목과 련된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여 계층 구조

를 구성한다. 두 번째로 각 평가 항목들 간의 상호 비교

를 통해 계층별로 비교 행렬을 작성하고, 다수 평가

자의 값으로 비교 행렬을 작성할 때에는 기하 평균

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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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AHP에서 사용하는 비교 행렬은 원소

간의 역수 성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9].

비교 행렬을 라 할 때,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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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1, 2, ⋯ , ), (  ;  )

이다.

세 번째로 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상 요도

를 계산한다. 비교 행렬 의 상 요도를 라

고 하고, 고유벡터를 라 할 때, 상 요도 를 구

하기 해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한다[1, 8, 14].



 (단, 은 차단 행렬을의미한다.)

와 같은 방정식의 비자명해가 존재하기 해서는

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한다. 즉, 행렬 의 특

성 방정식을풀면 행렬 의상 요도를 얻을수 있

다[1, 8, 14].

마지막으로 계층별 비교 행렬로 구한 상

요도를 종합 으로 고려한 종합 요도를 구해 평가 항

목 간 우선순 를 비교하여 우선순 가 높은 평가 항목

을 선택한다. 종합 요도를 구하는 방법은 상 계층의

항목과그와 련된하 계층의항목을곱하면된다[1, 4].

기존의 AHP 기반 추천 시스템들은 다수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이용하여 요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 결과에 한 우선순 를 정하여 화나 TV 로그

램 등을 추천하 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개인

사용자의 선호도가 아닌 다수 사용자들의선호도에 따라

추천하게 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용자의 선호도를 이용

하여 요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 결과에

한 우선순 를 정하여 추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

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주 인 선호도가

직 으로 반 된 개인별 맞춤형 추천이 가능하다.

3. AHP 기반 바  게  추천 시스

3.1 바  게  추천 시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AHP 기반모바일게임추천시

스템은 [Fig. 2]와같이 입력모듈, AHP 처리모듈, 추천

모듈,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Fig. 2] System Structure

입력 모듈에서 사용자의 선호 여부를 결정하기 한

AHP 계층도는 [Fig. 3]과 같으며, 계층 구조는각 계층별

로 최종 목표(Level 1), 평가 기 (Level 2), 안(Level

3)으로 구성된다. 특히 각 평가 기 은 모바일 게임을 다

운로드 할 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Google Play Store와 게임을 다운로드 하는데 단하는

가장주된요소로볼수있는장르와평 으로구성하 다.

[Fig. 3] Hierarchy of AHP

[Fig. 3]의 평가 항목에 용된 모바일 게임의 장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도 조사 결과 상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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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 고, 평 은 5.0 만 으로 0.5 간격으로 분류

하 다[19].

각 모듈의 입력 모듈에서는 [Fig. 3]의 AHP 계층도에

따라 사용자가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 요하다

고 느끼거나 선호하는 항목을 선택하여AHP의 9 척도

에 따라 입력하게 되며, 입력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AHP 처리 모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이용하여 AHP의 상 요도 종합

요도를 계산한다.

추천 모듈에서는 AHP 처리 모듈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할 모바일 게임의 우선순 를 계산한 다음, 데이터

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 정보를 불러와 사

용자에게 합한 게임을 추천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추천 시스템에 용할 Google Play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정보와 입력 모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선호도 정보가 장된다.

3.2 바  게  추천 시스  처리 과

모바일 게임추천 시스템의 처리 과정은 [Fig. 4]와 같

다.

[Fig. 4] System Flowchart

모바일 게임 추천 시스템의 처리 과정은 사용자가 설

문지에 제시된 AHP의 9 척도 선호하는 척도를 선

택하게 되면, 선택된 정보는 사용자 선호도 정보로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러고 나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용자의 선호도를 이용하여 상

요도 종합 요도를 계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모바일 게임을 추천하기 하

여 우선순 를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 정보를 불러와 사용자에게 합한 모바일

게임을 추천하게 된다.

4.  및 실험

4.1 

본 연구에서의 AHP 기반 모바일게임추천 시스템구

을 한 개발 환경은 <Table 2>와 같다.

Mobile Device LG G3 - F400S

Operating System
Android 6.0 Marshmallow,

Windows 7

Framework ASP.NET 4.5.2

Language
Java for Android, XML,

HTML, CSS 3.0, Visual C#

Database MS SQL Server 2012

Tool
Android Studio,

Visual Studio 2015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모바일장비로는 LG 자제품인 G3, 운 체제는안드

로이드 6.0버 의 Marshmallow와 Windows 7을 사용하

다. 웹 개발 응용 로그램으로는 ASP.NET이며, 로

그래 언어는 Java for Android와 XML, HTML, CSS

3.0 그리고 Visual C#을 사용하여 Android Studio와

Visual Studio를 통해 구 하 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Server 2012를 사용하 다.

다음 [Fig. 5]는 사용자가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 어느 기 을 더 요시 하는지, 어떤 항목을 더 선호

하는지에 한 것을 계층별로 상호 비교하기 하여

AHP의 9 척도 기반으로 입력받기 한 여러 화면

하나의 화면이다.

[Fig. 5]에서처럼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 어느

장르의 게임을 더 선호합니까?’라는설문을 받게 되면 선

호하는 장르를AHP의 9 척도 에서 해당하는라디오

박스를 선택하여 입력하게 된다. ‘ 장하기’ 버튼은 라디

오 박스를 통해 선택된 선호도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장되며, ‘Next’ 버튼은 다음 설문지로 이동하기 한

버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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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ser Preference Input Screen

다음 [Fig. 6]은 사용자가선호도를 입력하고 난후, 모

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 사용자가 가장 요하게 여

기는 평가 기 과 선호하는 게임의 유형에 한 게임을

추천받는 화면이다. 한 로 어느 한사용자가 가장 요

하게 여기는평가 기 으로 ‘장르’가 추천되었고, 가장선

호하는 게임의 유형이 ‘육성/경 시뮬 이션’이며, ‘육성

/경 시뮬 이션’과 련된 게임들이 추천되었다.

[Fig. 6] Mobile Game Recommendation Screen

다음 [Fig. 7]은설문지 작성에 참여한 체 사용자

연령 별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을추천받는 화

면이다. 한 로 나이가 20 인 사용자가 가장 요하게

여기는 평가 기 으로 ‘장르’가 추천되었고, 가장 선호하

는 게임의 유형이 ‘캐주얼 게임’이며, ‘캐주얼 게임’ 과

련된 게임이 추천되었다.

[Fig. 7] Mobile Game Recommendation Screen  

for the twenties

4.2 실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학생, 직장인 그리고 주부

들로 구성된 30명의 사용자들을 직업별로 4그룹으로 나

어 AHP 기반모바일게임추천 시스템을사용하게한

뒤, 추천 받은 항목에 하여 Google Play Store와 Naver

App Store의 추천 시스템과 비교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Fig. 8]에서 Naver App Store는 추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Naver App Store는 단순

히 평 과 다운로드 횟수에 근거하여 게임을 항목별로

추천하기 때문에 사용자 본인들의 선호도가 직 으로

반 되지 않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oogle Play Store에서는 사용자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식별해 내어 사용자에게 합한

게임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Naver App Store보다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HP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라디오 박스를 통해 선택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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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게임의 유형을 알 수 있어 비교 개인의 선호도

를 잘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Satisfaction about Recommendation Systems

5. 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선택할 때,

어떠한 항목을 더 요시하는지 AHP 모형을 통해서 검

증하고, 모바일 게임에 한 선호도를 직 으로 반

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구 하 다.

그 결과 기존 추천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사용자의 만족도 한 기

치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AHP의 척도가 동일하더라도 사람들마다생각

하는 수치 기 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향후 이러한 AHP

의 9 척도의 언어 , 수치 표 으로발생하는모호성

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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