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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체크리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2014년 청강문화산업대학 게임전공 졸업작

품 게임 13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체크리스트"란 테스트하거나 평가해야 

할 내용과 경험을 나열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체계적으로 도출되기 보다는 테스트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목록화하여 테스

팅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 없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다. 테스트의 진행은 개발팀의 기획서 분석에서 시작되며, 
기획서에서 기반한 게임의 실제 구현비율과 동작 가능한 비율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키워드: QA(Quality assurance), 체크리스트(Check lists), 게임 테스트(Game test)

I. 서 론

 최근 게임 업계는 고객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QA 업무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에서는 매년 졸업 작품을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졸업 작품 팀을 구성할 때 개발팀 외에 QA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QA를 진행한다. 2014년도에는 총 13팀이 게임

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기법을 적용해 테스

트를 진행하였고, 그 중 테스트가 완료된 게임 7점을 선정하여 결

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QA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연구에 적용한 체크

리스트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법을 선택한 이유와 이 기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서술한다.

II. 본 론

1. QA 소개

QA(Quality Assurance)란 네이버 게임용어사전에 의하면 게

임업계의 직종 중 하나로, 게임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질 수 있

도록 제품 출시 이전에 각종 테스트 및 검수 작업을 하는 것을 말

한다[1]. QA가 검수하는 게임의 품질 요소로는 게임의 결함을 찾

는 것부터 기획자가 의도한 게임의 구성이나 흐름, 재미요소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QA 테스트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전

성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함을 

발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본 논무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게임 

소프트웨어로 이해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비즈니스 어

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
약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전적인 손

실, 시간 낭비는 물론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 되고 있으며, 테스팅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2].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에서는 전공내에 QA팀이 별도로 

존재하며 게임의 개발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QA 작업을 함께 시작

한다.

2. QA 대상 게임 소개

표 1.은 QA테스트가 진행된 게임의 목록과 특성을 간략하게 소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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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것이다. 총 13개의 작품이며, 크게 3가지 장르로 구분 된다. 
액션게임 9개, 어드벤처게임 3개, 공포게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명 설명

Majesty on Sword 네트워크 플레이 액션게임

War of Throne 네트워크 플레이 액션게임

사신기 네트워크 플레이 액션게임

M-Virus 변신,무쌍 액션게임

Epi&Sode 동화컨셉 학원 액션게임

Dead Line SF 무쌍 액션게임

아트록스 2D 횡스크롤 액션게임

포텐시아 3D쿼터뷰 대전액션게임

셔터 변신,잠입 액션게임

Seeker 감성 힐링 어드벤처 게임

Labyrynth 3D 어드벤처 게임

1 Hour 생존 어드벤처 게임

Psychometry 공포게임

표 1. QA 대상 게임

Table 1. Games List for QA

그림 1. 은 대상 게임의 대표적인 스크린샷이다. 가운데 수직선

을 기점으로 좌측이 액션게임, 우측이 어드벤처 게임이다. 먼저,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임은"Labyrinth"이며 어드벤처 형식으로써 

퍼즐요소가 가미되었고, 카메라 시점변화를 통한 전개가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측 하단의 이미지는 "1 Hour"라는 게임이며 

생존 어드벤처 장르이다. 시간이 지날 때 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이 줄어들며 이를 필드 곳곳에 있는 아이템을 조합하고 사용

하여 제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임이다.

 
그림 1. QA대상 게임 대표 스크린샷

Fig. 1. Screen Shots of Games for QA

좌측하단 이미지는 "셔터" 라는 게임이며 잠입 액션 장르이다. 
주인공은 종군기자이며 변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해

군사기지에 잠입하여 효과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다. 좌측 

상단은 "아트록스"라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며 3D 그래픽을 가

진 다른 작품들과 달리 복고풍의 2D 그래픽으로 제작되었다. 키보

드 조작을 통해 컨트롤의 재미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위에서 설명

한 4가지 게임 이외에 3가지 게임이 추가로 테스트가 완료 되었으

며, 이를  테스트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3. QA 기법 소개 및 진행 절차

3.1 체크리스트

QA는 일반적으로 개발자, 테스터,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 비 기능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블랙박스 기법과 

구조 기반 기법을 포함하여 컴포넌트 또는 시스템 코드를 중심으

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화이트박스 기법으로 구분된다[3].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설계기법 중 경험기반 기법의 체크리스트

를 채택하였다. 체크리스트란 테스트하거나 평가해야 할 내용과 경

험을 나열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체계적으로 도출되기 보다는 테

스트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목록화하여 테스팅에서 해당 내용

을 누락 없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다. 체크리스

트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내용이 자주 바뀌는 기획서를 빠르게 분

석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2 QA 절차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테스트 절차다. 먼저 개발팀에서 

기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기획서에 작성된 요구사항을 체크항목으

로 분류한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체크 할 항목들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게임을 테스트

한 뒤 발견된 결함과 장애 등 테스트 결과를 개발팀에게 피드백한

다[4].

그림 2. QA 테스트 절차

Fig.2. QA Test Process

그림 3.은 그림2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체크리스트의 예시다. 
체크리스트는 ID, 카테고리, 액션, 추적성, 구현, 동작으로 나누어

진다. ID는 체크리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카테고리는 체

크할 항목의 대분류이다. 액션은 체크해야할 세부내용이고 추적성

은 기획서와 체크리스트 항목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구현은 기획 내용이 게임에 구현 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동
작은 구현된 게임 내 기능의 동작 여부를 체크 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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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크리스트 예시

Fig.3. Example of Checklist

4. QA 테스트 결과

4.1 기획서 대비 구현된 비율

그림 4.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7개의 게임을 테스트 해본 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흰 바탕의 막대는 기획서에 명시 되

었지만 게임 내에서 구현되지 않은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나타내며 

검은 바탕의 막대는 기획서에 명시 되었고 게임 내에서도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과 콘텐츠를 나타낸다.

그림 4. 기획서 대비 구현된 비율

Fig 4. The Ratio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그림4를 보면 B와 G게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게임은 시

스템, 콘텐츠 구현율이 구현되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5.7개 게임의 평균 구현 비율

Fig. The Ratio of the Average Implementation of the 7 

Games 

 

그림 5.는 테스트가 완료된 7개의 게임의 평균 구현 비율에 대

한 그래프로,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전체 358개의 구현 항목 중 

288개의 항목이 구현 완료 되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
현되지 않은 항목은 전체 358개 중 70개가 발견되어 전체의 20%
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게임들에서 스테이지 부분과 사운드 부분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게임 개발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러한 문제점들이 자주 지목되기도 하였다.또한, 짧은 개발 일정으

로 인하여 구현이 늦어진 것과 익숙하지 않은 개발 툴의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4.2 결함 비율

그림 6.은 구현 완료된 288개의 항목 중 결함이 발견된 항목의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발견된 결함은 총 16개로 전체 구현 항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결함 비율

Fig. 6 The Ratio of the Fault of the Games

게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의 대부분이 구현 되었으며, 결함이 

가장 많이 발견된 부분은 레벨 디자인과 사운드 부분으로 스테이

지 구성에 있어 미 구현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스테이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캐릭터와 오브젝트의 

충돌체크에서도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다. 
QA 중에 발견된 결함의 사례는 그림7과 그림8과 같다. 그림 7.

은 게임 내 주인공 캐릭터가 맵에서 이탈한 모습이다. 이것은 게임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분류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수

정 되어야 한다.

그림 7. 맵에서 이탈한 캐릭터의 모습

Fig. Character of the Outside of the Map

그림 8.은 주인공 캐릭터가 벽에 갇힌 상태의 겸함이다. 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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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과 캐릭터 사이의 충돌체크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

지 않았을 경우 발생 하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결함 중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버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며, 게임 진행에 있어 치

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함들은 개발자의 실수에서 주

로 발생하며 하드웨어적 오류, 개발 툴의 한계 등 환경적인 요소에

서도 발생할 수 있다[2]. 

그림 8. 벽에 갇힌 캐릭터의 모습

Fig. Character Stuck in a Wall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 졸업 작품 게임 

13점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기반 기법을 적용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QA 결과 전체 게임의 구현 비율은 80%로 높게 측정 되

었다. 또한 발견된 결함은 구현된 전체의 5.5%로 나왔다. 이것은 

짧은 개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팀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 개발은 기획부분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변

동 사항이 많은 게임 개발에서 수정된 해당 사항을 시간적 제약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누락 없이 검증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체크

리스트 기법의 사용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

었다. 게임 QA를 진행하면서 개발팀과 QA팀의 협력이 상당부분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테스트 진행이 늦어지게 되고, 조기에 발견 

될 수 있는 결함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위
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QA팀과 개발팀 간의 교류가 개

발 초기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개발과 더불어 테스트가 지속적으

로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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