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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 온라인, 엔티엘인크, 개발QA팀 
 
2009년 부터 재직 중 
 
 
아틀란티카 온라인, 엔도어즈, 게임운영팀 QA파트 
 
2008년 게임업계에 들어옴 

발표자 소개 

※ 곧 퇴사합니다... 일자리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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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게임 QA 채용 공고 우대사항에 테스트 관련 자

격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게임 QA와 

ISTQB의 연관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취업 준비자 및 현업에 계신 분들께 

제 경험담을 발표하고 ISTQB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서 자신

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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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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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면서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 

ISTQB 학습 경험담 

체크리스트 
테스트 
케이스 

BTS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버전관리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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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잘 하고 있
는건가? 체크리스트랑 무슨 차이지? 

BTS에 버그 리포트 작성하라고 하는데 대
체 BTS가 무슨 뜻이지? 

지난번 이슈는 버전 관리가 안되서 발생했
다고 하는데 대체 버전 관리는 뭘까?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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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생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잘해서 인정받으면 월급도 오르겠지? 

그래! 공부해보자!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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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Testing 

Coverage 
Development 

Process 

Risk 
Management 

ISO/IEC 
IEEE, CMMI 

ISTQB 

“웹 검색을 해보니...” 

“점점 더 궁금한게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 

ISTQB 학습 경험담 



9 

Software 
Testing 

Coverage 
Development 

Process 

Risk 
Management 

ISO/IEC 
IEEE, CMMI 

ISTQB 

“그래도 대충 감은 잡음” 

“국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격 시험!!”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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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거 게임 QA랑 상관이 있는걸까?” (주변 반응은 회의적) 

게임 QA랑 소프트웨어 QA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써먹을 수 있는건 많지 않다 

게임 QA하는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어서 
나쁠건 없다 

그래! 공부해서 시험 한번 보자! 

공부해서 남주는거 아니지 말입니다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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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입” 

- 개발자도 알아야할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무 제3판 
- 문제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 KSTQB 
- STEN 
- SW TestER들의 모임 (네이버) 

- 네이버 게임 QA 커뮤니티 (네이버) 

“관련 사이트 가입” 

“스터디” 

- 회사에서 팀원들과 함께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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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알 책은 너무 어렵다” 

소프트웨어 전공 없음, 관련 경험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음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음 

게임 QA 경험 약간 있음...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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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 

- 무작정 읽고 쓰고 외우기 
 

- 이해가 안되면 웹 사이트 검색하기 
 

- 검색해도 안나오면 S/W Test 관련 카페에 질문하기 
 

- 다음날 회사에 와서 물어 보기 
 

-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내가 소속된 프로젝트와 내가 하는 일에 대입하기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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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기획/ 
제어 

분석/ 
설계 

구현/ 
실행 

완료/ 
리포팅 

마감 

테스트 
계획 

CL, TC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패치 
준비 

< 테스트 레벨별 테스트 수명주기 > 

ISTQB 학습 경험담 



15 

“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 V-모델 >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sign 

Code 

Acceptance 
Testing 

System Testing 

Integration 
Testing 

Unit Testing 

개발 로드맵 
컨셉 기획 

상세 기획 

구현 설계 
(기획, 프로그램) 

코딩 

밸런스 테스트 
(서비스 버전) 

기능 테스트 
(QA 버전) 

소스/리소스 통합 
(통합 버전) 

개발자가 코드 검토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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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기법 > 

- 비공식적 리뷰 
- 기술적 리뷰 
- 워크쓰루 
- 인스펙션 

- 기획서 읽고 의심스러운 내용 질문하기 

- 테스트 요청오면 이해가 안되는 내용 질문하기 

- 기획 회의 

- 개발 구현 회의 

- 코드 검토 

“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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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설계 기법 > 

- 명세 기반 기법 
- 구조 기반 기법 
- 경험 기반 기법 

- 컨셉, 디자인 기획 내용 읽고 체크리스트 만들기 

- 시스템 기획 내용 읽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기 (로직 구현 부분은 프로그래머에게 질문) 

- 온라인 게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버그들 만들어보기 (아이템 복사, 중복로그인 등) 

- 자사 게임에서 발생했던 버그들 다시 해보기 (이주길놈의 위치동기화...) 

“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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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관리 > 

- 테스트 조직, 테스트 계획과 추정 
- 모니터링과 제어 
- 형상 관리 
- 리스크와 테스팅, 인시던트 관리 
- 테스트 프로세스 평가 

- 회사 조직도에서 QA팀 위치 확인 → ‘팀장님은 주로 뭘 하시더라? 아하!’ 
- ‘OO씨, XX시스템 테스트 1주면 되?’ → ‘밸런스까지 볼려면 3주는 해야겠는데요’ 
- ‘OO씨, XX시스템 테스트 끝났어요?’ → ‘체크리스트 100개 중에 3개 남았어요’ 
- Perforce 툴 사용 : ‘작업 끝났으니 submit 권한주세요’ → ‘수고하셨어요! 권한 드렸

고 description 꼭 작성해주세요’ 
- ‘XX시스템 테스트에서 100% 재현되는 클라이언트 크래시가 있으니 반드시 수정하

고 업데이트 해야되요’ 
- ‘XX시스템 테스트 결과 크래시 2건, 버그 4건, 개선사항 5건이 있습니다. mantis에 

등록할테니 개발팀의 답변 요청합니다’ 

“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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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게임 개발 과정’의 ’이론적인 부분’이 이해가 됨. 

 

결국 게임 개발도 ‘소프트웨어 개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책 내용의 2/3 이상을 이해할 수 있었음. 

 

(단, 개발사가 아니라 퍼블리셔에서 근무했거나 개발팀과 다른 공간에서 업무

를 했다면 이 정도의 이해는 불가능 했을 것 같음) 

“책 내용을 회사에 대입하기”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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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문제 풀이 시작” 

개발자도 알아야할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무 제3판 

 

책에 있는 ISTQB 샘플 문제를 풀어 봄. 

실제 시험처럼 풀어 보니 40문제 중 26개를 맞춰서 ‘합격’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것 같지는 않았음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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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문제 풀이 시작” 

문제로는 배우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포기 

 

문제가 ’매우 단순’하고 난이도가 ’쉬움’. 

또한 실제 시험처럼 문제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 파트 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같은 내용의 문제가 반복됨. 

이 책은 도움이 되지 않음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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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문제 풀이 시작” 

STEN에서 배포한 2012년 CTFL 한글 샘플 문제 
http://www.sten.or.kr/bbs/board.php?bo_table=infodata&wr_id=1682 

 

개알이나 문제로에 실린 문제들과는 유형이 다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문제가 많음. 

실제 시험 문제와 거의 똑같았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됨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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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문제 풀이 시작” 

정답, 해설 읽기 

예제 다시 풀기 

검색하기, 질문하기 

틀린 문제 복습 과정 

과감하게 넘어간다 

1 

2 

3 

4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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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ISTQB CTFL 한글 시험” 

ISTQB의 지식 체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한 문제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어려움 

 

대표적 문제 유형 “~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문제. 다음 중 테스트 팀의 가장 올바른 목표는? 

 

a) 컴포넌트 테스트가 충분히 실행되었는지 결정한다 

b) 버그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테스트를 한다 

c) 모든 버그를 찾아낼 수 있음을 증명한다 

d) 남아있는 버그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음을 증명한다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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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정리” 

 학습 기간 1년 

 시험 준비 4개월 

 비용 227,000원 

 시험 결과 합격 

ISTQB 학습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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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ISTQB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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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QB의 가치 

“느낀점” 

- ISTQB는 지식이지 ‘자격증’이 아님 

- ‘게임의 재미’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 

- ‘게임 QA가 재미를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남 

- 단순 테스터라는 자기비하에서 벗어남 (테스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음) 

- ‘이 업계를 떠나는 날까지 공부해야 겠구나...’ 

자기개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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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QB의 가치 

“나에게 ISTQB의 가치는?”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품질에 대한 인식이 생김 

- 소프트웨어 QA와 비교하여 게임 QA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됨 

- 게임 QA 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비전을 보게 됨 

- 자기개발 목표와 동기부여가 명확해 짐 

-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할 수 있음 

게임 QA라는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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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게임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게임 
QA 

“게임 QA라는 직업의 인식 변화” 

ISTQB의 가치 

“대략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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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현업 실무자 중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전문성을 인증하고 싶은 분 

- 소프트웨어 QA에 대해 궁금하신 분 

- 어느 날 갑자기 QA 조직의 장(長)이 될 경우 

- 담당 업무가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ISTQB의 가치 



31 

“이런 분께는 추천 안합니다” 

- 현업 실무자 중 ‘자기개발 하고 싶은데 방향을 잡지 못한 분’ 

- 취업 준비하시는 분 중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 게임 서비스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분 

- 게임 디자인에 대해 지식을 쌓고 싶은 분 

- 담당 업무가 관련 지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ISTQB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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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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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