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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는 게임용 소 트웨어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높아지면서 많은 IT 업체에서 

제품 개발과 동시에 제품에 한 평가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 평

가를 해서 게임 소 트웨어의 결함을 발견하기 한 버그 체크리스트를 구성하 다. 이러한 버그 체

크리스트 구성을 해서 게임 소 트웨어 사용자를 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러한 조사결

과를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 메트릭을 개발하는데 용하여 ISO/IEC 9126 평가 메트릭을 제시

하 다.

1. 서론

   국내의 게임 산업은 많은 심속에 상당히 성

장하고 있으며 국외 수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발 과 더불어 게임 소 트웨어의 제품

에 한 평가에도 상당한 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지

고 있다. 게임 소 트웨어는 다른 일반 소 트웨어

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평가 방법을 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되어지는 여러 가

지 특징들을 반 하기 해서 게이머들을 심으로 

하여 게임 제작 시 다른 소 트웨어와 비교하여 차

별화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특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게이머들이 심이 되어진 동호회

를 심으로 하여 재 인기 있는 게임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버그와 련된 사항들에 하여 조사

를 실시하 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의 공

통 인 요소를 정리하여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에서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버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으며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ISO/IEC 9126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메트릭의 특성 

에 하나인 신뢰성 평가 방법에 용하 다.[3,4,5]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심으로 개발된 신뢰성 평가 메트릭을 소개한다. 4장

에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하여 소개한다.

2. 게이머를 심으로 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 방

법을 개발하기 해서 학술 인 근보다는 게임소

트웨어를 직  사용하는 사용자 에서 여러 가

지 특성화 되어지는 내용들을 악하기 해서 실시

한 것이다. 조사는 2004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

지 일주일간 실시되었으며 장소는 체 으로 PC 

방과 학교 주변의 학생들을 심으로 하 다. 설문

조사와 함께 게임동호회 회원들을 심으로 일 일 

인터뷰를 통해서 게임에 한 특성들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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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제

체

크

1 실제 게임이 설명서와 같지 않다 Y

2 메인메뉴 창에서 다음메뉴창으로 제 로 넘어가지 않는다 Y

3 장(Save)이 안된다

…                            … …

98캐릭터들 간에 외모가 바 어서 나온다. N

99캐릭터가 선택이 안된다. N

본 조사를 한 설문은 일반 사항(응답자의 성별, 

나이 등)과 게임에 한 조사(응답자가 하는 게임 

종류와 게임 시간등에 한 조사)와 게임을 하면서 

경험한 버그에 한 조사와 에 한 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46명이었

고 남성이 107명(73.3%), 여성이 39명(26.7%) 이었

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층은 20 와 30

가 129명(88.4%)이었으며 응답자의 70% 정도가 

게임을 세 개 이상 즐겨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10]

가장 즐겨하는 게임의 장르로는 온라인게임, 롤

잉게임의 순으로 답하 으며 게임을 즐기는 이유에 

한 질문에서는 단순히 게임이 재미있어서, 스트

스 해소를 해서, 친구와 놀기 해서 등으로 답하

다. 그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만

나기 해서, 돈을 벌기 해서, 리만족을 느끼기 

해서 등의 응답을 하 다. 게임의 한 화에 한 

문제 에서는 게임의 번역이 잘못되어서 원본의 느

낌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한 화만 잘되어 있으

면 어느 정도의 단 은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게임 한 화에 한 문제 도 사용자 입장에

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 되어지고 있었다.

“10년 후 게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게임산업은 요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0명

(34.2%), 인 놀이 문화로 각 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8명(32.9%), 그 외에도, 교육

과 여가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게임은 우리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의 추세가 온라인 게임에 한 수

요가 증할 것으로 측되어 “온라인 게임을 선호

하는 이유에 한 질문”을 하여본 결과 친구들과 같

이 동시 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라는 응답

자가 84명(57.5%)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1

인용 게임과 달리 매번 다른 상황이 연출되어서 라

는 응답자가 각각 16.5%, 15.8%로 조사되었다. “온

라인 게임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불안정한 속상태라는 응답자가 41명

(2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버그와 이란 

응답자가 33명(22.6%)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도 

느린속도,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태도라는 지

을 하 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심으로 “게임을 하면서 버그와 을 경험하여 보았

느냐?”는 질문에 95명(65.1%)이 경험하여 보았다는 

반응을 보여서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의 필요

성에 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 게

임 동호회 회원 심의 일 일 인터뷰를 통해서 게

임을 하면서 경험한 버그의 종류에 한 질문의 결

과이다. 응답자들의 견해로는 게임을 하면서 갑자기 

로그램이 정지되고, 게임의 튕김 상이 발생하고, 

컴퓨터가 다운되고, 게임의 진행이 느려지는 것을 

거론하 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견해로는 유명한 회

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소의 제품상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며, 게임 소 트웨어의 경우는 이러

한 에러에 하여 사용자 에서 더 민감한 반응

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과 

결과, 게임 동호회 회원을 심으로 조사된 내용과 

결과에 하여 종합 분석후 작성한 버그에 한 체

크리스트는 <표 1>과 같다.

<표 1> 버그체크리스트

3. 게임 소 트웨어 평가 메트릭

   본 연구를 해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게이머가 

게임을 선택하는 기 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 요약

되었다. 첫째, 게임은 흥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은 컨텐츠가 요한 요소가 되

어지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만드는 것도 

요한 과제로 보여 진다. 둘째, 게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쉬운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난이

도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이 무 쉬운 

경우 게이머들이 쉽게 흥미를 잃게 되어지며 무 

난이도가 높으면 포기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넷

째 그래픽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나 정교

한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면 기본 인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로딩시간의 지연과 같은 부수 인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한 그래픽 효과가 가미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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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성

(버그발

생 도)

- 체 인 버그 체크리스트를 심으로 게임

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총 평가항목에 비

하여 시험기간에 버그로 체크되어진 항목수를 

세어 평가함

측정

항목

A
게임 소 트웨어를 시험하여 체크되어진 버그

의 수

B

체크리스트에 작성된 총 평가 수

-게임소 트웨어의 버그 체크리스트를 심으

로 하여 평가를 실시함

-게임별 특징에 따라서 시험자가 버그테스트

의 항목을 조 하여 평가함

계산 버그발생 도 =1- A/B

결과 

역
0 ≤버그발생 도≤ 1

결과값 개선사항

성숙성

상잠재고장

도

시험기간동안 검출된 고장에 하여 시간

을 기록하고 기록된 시간을 고장발생시간

으로 하여 신뢰성성장모델에 용시켜 

측정

항목

NPFI
상된 잠재고장의 수

- 신뢰성 성장 모델을 이용하여 NPFI를 추정

NAFI 실제 검출된 고장의 수  

SIZE 제품크기

계산식 X=ABS(NPFI-NAFI)/SIZE

결과 역 0 ≤X

결과값 개선사항

성숙성
-단 시간당 평균 으로 버그가 몇 개정도 발생

하는지를 평가함

측

정

항

목

Ai게임을 하면서 i 날 발견된 버그수

T 

총 시험날짜(T=∑i)

-일정기간동안 게임을 반복함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된 버그수를 체크한다

-평균값을 구한다

-단 시간당 발생된 평균수로 계산한다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기 을 정하여 수화함

계산 단 시간당 발생한 평균버그수 = ∑Ai/T  

결과 

역
단 시간당 발행한 평균버그수 산출됨

결과

값
개선사항

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용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

를 한 기 을 마련하기 해서 ISO/IEC 9126, 

ISO/IEC 12119를 기본으로 하 으며 게임용 소 트

웨어의 제품 평가를 해서 국제 표 인 ISO/IEC 

9126을 기 으로 평가메트릭을 개발하 다. 소 트

웨어 품질 속성은 기능성(Functionality), 신뢰성

(Reliability), 사용성(Usability), 효율성(Efficienc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이식성 (Portability) 등 

6가지 품질특성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다시 

부특성으로 나 어져 있고, 부특성은 외부 메트릭이

나 내부 메트릭에 의해서 측정 가능하다. 사용품질

은 사용자 의 품질을 말하며 효율성, 생산성, 안

성, 만족도 등 네 가지 특성을 가지며 사용품질의 

달성은 련된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 부특성에 

한 외부 측정의 기 치 도달 여부에 달려 있다. 내

부 측정의 기 치 만족이 외부 측정의 기 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반 으로 충분하지 않고 부특

성에 한 외부 측정의 기 치 만족이 사용품질에 

한 기 치 만족 여부를 확인 하는데 보통 충분하

지 않으므로 측정을 한 척도는 품질특성  부특

성과 외부 메트릭과 내부 메트릭 모두가 필요하다. 

다음은 게임 소 트웨어의 품질 평가를 한 평가 

메트릭 에서 신뢰성에 한 메트릭의 구성이다.

<표 2>제안된 신뢰성  성숙성 평가메트릭

본 연구에서 6가지 품질특성 에서 특히 신뢰성에 

한 평가메트릭을 제안한다. 신뢰성에 한 평가 

메트릭은 업체에서 시험기간동안 개발된 소 트웨

어의 시험과정에서 조사된 고장 자료가 있어야 하

나 재 우리나라 IT 업체에서는 개발환경과 시험

환경이 무도 미약하여 시험을 제 로 행하지 못

하고 있어서 시험 기간동안 제품에 한 고장 데이

터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을 다소 해결하여 사용자 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버그와 련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

으며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심으로 신뢰성을 평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표 2>에서 제시된 신뢰

성  성숙성 평가항목은 버그체크리스트에서 버그

로 체크되어진 항목수를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구성

되었다. 이러한 시험이 안정화 되어지면 업체에서 

시험기간동안 제품의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고장 

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뢰성의 성숙성을 측정하

는 방법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고장데이터를 이용한 성숙성 평가메트릭

 시험단계에서 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 의 도움

으로 신뢰성에 한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본 방향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시험기  자료를 이용한 성숙성 평가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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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는 시험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한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

에 한 메트릭이다. 본 메트릭에서 단 시간당 발

생한 고장수를 심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같이 발생된 고장수의 고장 시간에 한 자료를 통

해서 성숙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신뢰성에 한 

자료는 소 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에 용하여 평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뢰성 성장 모델에 

용된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기 한 다른 

측정항목들도 평가한다. 

4. 앞으로의 연구과제

   본 연구는 게임 소 트웨어의 평가를 한 평가

메트릭을 개발하기 하여 게이머를 심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활용하여 제품

에 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서 상당히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에 요구하는 요구사

항들이 다양하며 한 게임은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므로 간단한 평가 모델에 용하여 같은 평가 

기 을 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게임용 소 트웨어의 평가 

방법을 해서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며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 트웨어 신뢰성에 한 평가를 

해서는 신뢰성에 한 데이터 수집에 더욱 극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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