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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4년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에서 진행된 졸업 작품의 QA 절차에 대해 서술 되어 있다. 졸업 작품이 

기획될 때부터 기획서나 관련 문서들을 분석하여 QA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QA를 진행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있다. QA가 진행된 게임은 Unity 3D 엔진으로 개발된 ‘안드로메다’팀의 1Hour 과 야근컴퍼니’팀의 Epi&Sode, ‘개미

즈’팀의 DeadLine 이며 QA에 사용된 기법은 '체크리스트(check lists)라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키워드: 테스팅(testing), 게임QA(Game QA), 체크리스트(checklist)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2014년도에 진행된 청강문화산업대학 컴퓨터

게임 전공 3학년 졸업 작품 프로젝트에서 QA팀이 진행해 왔던 

QA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기획서 분석과 테스트 등 

QA를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이나 느꼈던 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다.

Ⅱ. 본 론

1.QA 프로세스

졸업작품을 진행하면서 QA팀이 수행한 QA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다. 첫 번째로 기획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발팀에

서 매주 발표하는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QA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

로 기획서 분석과 진행보고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끝으로 빌드가 나오고 테스트가 가능한 시점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플레이 테스팅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1. QA팀 프로젝트 진행 흐름도

Fig.1 QA Process

1.1 체크리스트 기법 사용

다양한 QA 기법중에서 본 논문은 체크리스트 기법을 사용하였

다.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

서의 내용 변경이 잦은 경우 수정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

면, 좋은 체크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체크 대상에 대한 세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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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하다[1]. 그림 2는 기획서를 분석하여 작성한 체크리

스트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항목을 묶은 카테고

리와 확인할 내용인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현여부와 결함 여

부를 확인한다.

그림 2. 작성된 체크리스트 사례

Fig. 2 Checklist Sample 

2. QA 결과 분석

2.1 QA 결과

2014년 5월1일 기준으로 Unity3D로 개발된 빌드 파일을 받아 

플레이 테스팅을 하였다. 플레이 테스팅은 기획서 내용의 구현 여

부 파악을 위한 1회, 정상 실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3회 등 총 

4회를 실시했다. 

그림3. 구현 성공률과 결함 비율

Fig. 3 Implementation Rate and Fault Rate

플레이 테스팅 결과는 그림3과 같다. 총 128개의 테스트 항목 

중 실제로 구현된 것은 78개, 미구현 된 것은 45개의 항목이었고, 
3회의 테스팅에서 평균 57%의 성공률과 43%의 실패율을 보였다.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결함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2 버그 사례

흔하게 발생하는 버그는 캐릭터의 동작이나 시스템UI 충돌과 

크리처가 복귀하지 않는 등  버그가 발생했다. 그림 5는 캐릭터가 

맵에 끼여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4. 맵에 끼인 캐릭터

Fig 4. Character stuck in the Map

Ⅲ.결 론

본 논문은 졸업 작품 프로젝트에서 QA를 실행한 프로세스와 결

과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의 프로젝트인 특성상 기획서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QA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팀

들 때문에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로 체크리스트 

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테스팅을 개발 초기부

터 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QA팀에 대한 독립성에대해서 존중해주고 개발팀과 협력하며 진

행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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