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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QA직군은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 제작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게임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단계에 맞춰 QA를 진행한다.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이론과 

실기 중심의 과목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본 지식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게임 제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진행하는 QA 사례 연구

를 통해 대학의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QA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키워드: 게임QA(Game QA), 테스트 케이스(TestCase), QA 프로세스(Q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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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의 게임과들은 대부분 마지막 학년이나 학기에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동안 이론과 실기를 통해 

배운 지식을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취업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는 기획과 프로그래밍, 그래픽 뿐만 아니라 게임을 테스트하면 

품질을 관리하는 QA 직군도 참여를 하게 된다. 대학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여러 직군이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현장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3학년에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개발과 QA 직군이 

모두 참여하여 게임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게임 제작 프로젝트 과정

에서 진행하는 QA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의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QA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게임 QA 교육과정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게임 QA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Fig. 1. Game QA Curriculum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게임 QA 교육과정은 크게 나누면 이론 

과목, 프로그래밍 과목, 툴 관련 과목을 구분할 수 있다. 이론 과목에서

는 QA기초를 비롯하여 게임을 분석하는 기법을 다루는 게임성분석,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방법을 익히는 TC제작 과목이 있다. 또한 ISTQB

체계에 따른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론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QA 

이론을 마무리 하게 된다.

QA 직군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두 학기에 

걸쳐 프로그래밍 지식을 배운다. 게임 개발에서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

게 되므로 게임 엔진의 사용법과 게임 엔진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툴 관련 과목들이 있다. Q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관리하고 개발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들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이렇게 이론과 실기 중심의 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게임제작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592

2.2 게임 QA 프로세스

게임제작 프로젝트에서 게임 QA는 개발팀의 개발 단계에 맞춰서 

QA를 수행하여 게임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 게임 QA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프로세스

는 그림2와 같다[1].

Fig. 2. Game QA Process

학기 초기에 개발팀도 구성되고 QA팀도 구성된다. 보통 한 QA팀이 

여러 개발팀을 담당하게 되므로 QA팀 내에서는 각 개발팀별로 메인 

QA와 서브 QA를 지정하여 QA를 진행하게 된다.

QA 프로세스는 먼저 QA계획서를 작성한다. QA계획서에는 QA

를 진행하는 목적과 범위, 전략, 참여 인력의 역할, 일정, 관련 도구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이후의 프로세스는 QA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

세스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개발 대상 게임의 기획서를 비롯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리뷰하고 

리뷰보고서를 개발팀에 전달한다. 리뷰에서는 기획서에 누락된 내용

이나 불일치하는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획서가 일정한 

수준의 내용을 갖추어 전달되면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테스트 케이스는 기획서에서 제시하는 기능이나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 항목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기대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획서의 항목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전에 작성해둔 테스

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빌드를 테스트하여 기대결과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도구에 작성하여 개발팀

에 전달한다. 빌드 테스트를 몇 번 거치고 학기말이 가까워오면 탐색적 

테스팅이나 애드혹 테스팅을 수행하여 테스트 케이스 기반의 QA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게임의 재미요소를 확인한다. 끝으로 

이 과정을 모두 정리하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다.

2.3 게임 QA에서 사용하는 툴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Q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툴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유형 툴

저장소 Github, SVN

결함관리 Jira, Redmine, Mantis

테스트케이스 관리 Testlink

일정관리 간트, 트렐로

Table 1. QA Tools Used in the QA Project

표1의 툴 중 Github, 트렐로의 경우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웹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SVN, Redmine, Mantis, Testlink, Jira는 

스쿨에서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서버에 프로젝트를 구성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 게임 QA 프로세스 사례 분석 요약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QA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장점은 이론을 

통해 배운 것을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하면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게임 개발의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론과 다른 현장의 상황들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발팀에서 기획서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빌드가 전달되는 

시점도 불규칙하고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달되거나 하여 빌드 

테스트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또 

다른 학습이 된다. 개발팀과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 어려운 경우 체크리스트로 대체하거

나 탐색적 테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나의 QA팀이 여러 개발팀을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III. Conclusions

QA직군은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 제작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

터 게임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단계에 맞춰 QA를 

진행한다.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이론과 

실기 중심의 과목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본 지식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다른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임 QA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강대 게임콘텐츠스쿨의 게임QA 프로세스를 중심

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발팀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2020 Graduation Project-Game QA Master Plan, SESCO 

Team,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