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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메타버스 등 VR․AR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세계의 현실화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세계에

서 동작하는 게임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QA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VR․AR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달리 장비의 사용 등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특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이 있어 QA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VR․AR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팀과의 협

조를 통해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작은 범위에서 QA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R, AR 게임을 QA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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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포켓몬고의 돌풍으로 증강현실(이하 A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

다면 최근에는 메타버스(metaverse)의 등장으로 가상현실(이하 VR)

과 혼합가상현실(이하 MR)이 관심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결된 가성세계를 

말한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는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규정된다[1].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가상세계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중 하나는 

바로 게임이다. 물론 기존에도 VR이나 AR게임이 있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된 것이 메타버스 게임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로블록스’로 2021년 5월 17일 기준으로 로블록스 

내에는 적어도 4천만개 이상의 게임이 있다고 한다[2].

이렇게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게임이나 소프

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인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QA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VR, AR 게임을 QA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II. The Main Subject

2.1 VR과 AR의 특징

일반적으로 VR․AR, VR/AR 등과 같이 VR과 AR을 묶어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지만, VR과 AR은 다른 것이다. 

1) VR

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가상현실이라고 번역

한다. 단어 그대로 실제 현실이 아니라고 3D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VR은 HMD(Head Mounted Display), 

센서 장착 장갑, 핸드 컨트롤러 등 VR 장치를 착용하고 보통 1인칭 

시점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이를 잘 반영한 것이 2018년에 개봉한 ‘레이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다[3]. 영화에서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유사한 

가상 세계에 HMD와 악세사리를 장착하고 접속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인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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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of Ready Player 1

2) AR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보통 증강현실이라고 번역한

다. 일반적으로 AR은 VR과 달리 HMD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는 않다. AR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정보를 중첩하여 보여주면서 

현실 세계와 연결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AR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에 출시된 포켓몬고를 들 

수 있다[4].

Fig. 2. Image of PocketMon_Go

2.2 VR․AR 게임 QA 고려사항

VR․AR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경우 일반적인 게임이

나 소프트웨어와 다른 특징이 있다.

1) 별도의 장비가 필요

대부분 스마트론이나,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으면 되는 일반적 테스

트 환경과 달리 VR 게임의 경우 HMD나 센서 장갑 등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AR의 경우도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카메라가 기본적으

로 장착되어 있어 AR 게임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 장치사용에 따른 시간적 요인

사용자에 따라서는 FPS 같은 PC 게임에서도 사용자 캐릭터의 

이동이나 회전에 따라 3D 멀미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VR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VR 게임을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HMD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시각과 운동의 가속도에 대한 감각의 차이로 멀미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중이다[5]. 

이런 특성 때문에 VR 게임의 경우 테스터가 HMD를 장착하고 

게임을 테스트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게임의 콘텐츠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데 하드웨어적 

특성에 의해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3) 테스팅 환경 요인

VR 테스트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테스터가 HMD를 장착하고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테스터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상세

계만 보게 된다. 따라서 가상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VR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넓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고,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AR의 경우 VR보다는 덜 하지만 실제 환경과의 연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장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AR에 몰입하여 사고가 당할 

위험도 있어 역시 테스트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4) 조기 테스팅의 어려움

VR이나 AR 게임의 경우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상 세계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AR의 경우도 

현실 세계와의 연계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없다. 따라서 테스터 입장에서는 완성도를 갖춘 VR이나 AR 

게임을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테스트를 

진행할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 VR․AR 게임 QA 진행 방안

앞서 살펴본 대로 VR․AR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QA 과정에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VR의 경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후 

게임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내용을 작게 잘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함을 찾고 수정하는 과정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발팀과 콘텐츠 내용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Conclusions

메타버스 등 VR․AR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세계의 현실화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세계에서 동작하는 게임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QA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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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달리 장비의 사용 등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특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 QA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VR․AR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팀

과의 협조를 통해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작은 범위에서 QA를 단계적으

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VR․AR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다. 일반 게임과 다른 특징을 

가진 VR․AR 게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QA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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