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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 업무가 뭐지? 업무를 분석해보자! 

 
II. 업무에 도움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 

 
III.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됐어요! 



 

게임 테스트 
 
 
근데, 그냥 테스트라고 하면 좀 막연함… 



내 업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 일정에 맞춰 하는 일들을 나열해보기 
b) 순서도를 그려서 정리해보기 
c) 결과 산출물을 살펴보기 
 
내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결과 산출물을 살펴보면,  
나의 업무는… 
 
 
게임을 테스트한 후 

‘크리티컬 이슈 보고서’ 를 작성함 



크리티컬 이슈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크리티컬 이슈를 탐색한 내용 
 어뷰징을 탐색한 내용 
 불법 프로그램 을 탐색한 내용 
 기능 동작 오류를 검출한 내용 
 



 크리티컬 이슈 
- 게임의 수명이나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Ex) 아이템 복사, 캐릭터 무적,  
             비정상적으로 큰 데미지 발생 등등… 

 



 어뷰징 
 
 
 
 
 

     Ex) 아이템 판매 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높을 때, 아이템 판매를 반복하여 부당 
            이득을 취함(그 외 버그 악용 포함) 

 



그래서, 나의 업무는 
 
 
 
 
 
 

대략, 이렇게 정리됨 

크리티컬  
이슈 탐색 

어뷰징  
탐색 

불법  
프로그램   
탐색 

기능 동작  
오류 검출 



구체적인 업무를 알아봤으니, 
이 업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자! 
 
 

[내 업무에 필요한 공부] 
찾아보기!! 

 
 



중요 Point !! 
이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나?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테스트 경험 
 프로그램, 통신 관련 전문지식 
 게임관련 히스토리, 개발사 정보 

 
즉,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경험을 늘리기 위해 

게임을 (많이)한다 !! 
 

a) 어떤 게임? 
     유저들이 많이하는 이슈게임들 (즉, 순위권…) 
 
b) 구체적인 목적? 
     테스트 감각 유지 및 트렌드 파악 (그냥 즐기는거 아님;;) 
     게임 동향파악 및 어뷰징 탐색 
     어뷰징 파악 및 재현 시도를 통해 업무에 활용 
     악성유저 성향파악 (어뷰징을 사용하는 유저의 시각) 
Ex) 나는 게임을 잘 못하지만 1등이 하고 싶다!! 
       나는 결제는 안하지만, 캐시아이템이 갖고싶다!!  
       (일종의 범죄자 심리파악?) 

 
 



그리고,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PC&모바일 관련 스터디를 한다 !! 
 
a) 어떤 스터디? 
     iOS 프로그램 구조 분석 
     android 프로그램 구조 분석 
     카카오톡 등 게임 런칭 관련 플랫폼 조사 
     불법 프로그램, 패치 조사 및 사용법 습득 
Ex) 메모리, 파일, 패킷 변조 툴, 스피드 핵 등 
     업무에 도움되는 툴 사용법 습득 
Ex) 매크로, 소스코드 검색 및 비교 툴 등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 
b) 구체적인 목적? 
     게임 구조 파악을 통한 취약점 탐색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또한,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 

타게임 개발사 정보를 조사한다 !! 
 
a) 어떤 내용? 
- 히트작을 내놓는 개발사들의 히스토리와 개발 성향 
(다 보긴 귀찮다개발사가 많아서;;) 
Ex) 게임 홈페이지 내 업데이트&패치 공지, 컨텐츠, 이벤트 내용, 
유저 동향 
- 게임 웹진 등의 정보 수집 
 
b) 구체적인 목적? 
- 혹시 알아? 그 회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하게 될지… 
- 이전의 개발 성향을 봄으로써 앞으로 출시하게 될 게임의 방향성을 예측 

 
 



평소에 게임을 (많이)한다 
 

[적용하여 도움된 사례] 
현업에서 어뷰징 발견에 도움이 되었음 
(타 게임 어뷰징 사례들을 통한 패턴 파악 및 취약 점 예측) 
 
 

 
 



PC&모바일 관련 스터디를 한다 !! 
 

[적용하여 도움된 사례] 
게임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고 있던 것에서 
내부구조를 파악하게 되었음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활용됨) 



타게임 개발사 정보를 조사한다 !! 
 

[적용하여 도움된 사례] 
개발사의 히스토리와 개발 성향 파악 
(이전 게임에서 발생되었던 버그나 업데이트 내용들을 파악하여, 
해당 게임 테스트 시 활용) 

 
 



어뷰징 쓰면서 게임 하다보니, 
게임이 재미 없어졌어요… (부작용) 
 
 
 
 
 
 

난 왜 맨날 1등… (응?)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