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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증가와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되는 게임의 품질 또한 크게 향상 되었으며, 멀

티 플랫폼으로 게임이 제작되면서 게임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플랫폼 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

일게임의 질적 향상과 테스트 효율화를 위하여 모바일 게임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연계한 환경 구축과 확장을 제안한다.

키워드: Mobile Game, Test Automation, Framework 

I. Introduction

오늘날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며, ICT 산업 환경에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공급하는 개발자 모두 품질 향상에 대한 중요성과 

복잡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1].  2016년 한 해 전 세계 게임시장 

매출이 9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모바일 게임이 

410억 달러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속도만큼 빠르게 확산되었고,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기를 보내고 성숙기

에 접어들었으며, 시장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작 게임이 출시되고, 그중 소수의 게임만이 짧은 히트 기간을 지나, 

바로 사장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되

는 게임의 품질 또한 크게 향상 되었으며,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이 

제작되면서 게임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플랫폼 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범주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스마트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동일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TV,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까지 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게임의 질적 향상과 테스트 효율화를 위하여 

모바일 게임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연계한 환경 구축과 확장을 

제안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모바일게임의 특징

PC게임과 다르게 모바일게임의 환경적인 특징은 플레이어의 수, 

다양한 OS, 기기의 다양성, 화면의 크기 변화,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사용자들이 작은 이슈에 민감하여 이탈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게임 브랜드 인식이 쉽게 나빠지는 브랜드 충성 고객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파편화가 심해서 최소한의 호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과 사용자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단절 및 전송 지연 등이 모바일 게임 이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지난 5년간 휴대기기 화면의 변화이며 다양한 

물리적인 인치에 대한 분포도와 기기들에 대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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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en Size Changes on Mobile Devices[3]

2.2 모바일게임 테스트 프레임워크

모바일 게임 테스트는 일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는 다르

다. 효과적인 모바일 게임 테스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포함해야 

하며, 구조화 및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테스트 과정은 개발 

프로세스와 통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테스트 환경과 조건들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항상 전체 테스트

와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게임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2는 대표적인 모바일 테스트 프레임워

크들의 특징들을 비교한 표이다[4]. 

Fig 2. Mobile Game Testing Framework [4]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항목들을 비교해보면 Appium이 

가장 장점이 많은 프레임워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도 Appium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Appium의 특징은 기본적으

로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앱을 고치지 않고 블랙박스 형태로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테스트 하려는 앱에 특정 코드나 모듈을 삽입하여 

컴파일하지 않고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Selenium 

WebDriver API를 제공하는 언어는 무엇이든 스크립트

(Java/Javascript/Python/Ruby/  C#/…)로 쓸 수 있다. 테스트 스크립

트는 http방식으로 Appium 서버와 통신하고 서버는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테스트 지원 라이브러리인 UIAutomator 같은 서비스와 

TCP로 연결하여 명령과 결과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Android/iOS/PC 플랫폼 모두 지원한다.

PC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테스트 진행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버전별로 반복적이면서도 동일한 동작의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동작하던 기능들을 새로운 버전에서도 

동작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나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다시 버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기 테스트와 

같은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스크립팅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새로운 버전에서 

스크립트를 돌리면 동일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는 다양한 기기에 기본적으로 사람 대신에 자동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프레임워크가 더욱 필요한 환경이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테스트 영역에서 테스트 자동화의 

중요한 과정이 오토메이션이며, 게임 플레이 및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 된 테스트 과정과 같은 고도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자동화 프레임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테스트 환경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Hyo-Nam Kim, ”A Study on the Game Characteristic 

Evaluation Model for Game Software“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0, No. 1, Jan 2012.

[2] http://www.inven.co.kr/webzine/news 

[3] https://imseongkang.wordpress.com

[4] http://ndcreplay.nex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