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 Deok HO

INTRODUCE
소 개

소

개

대외활동
ㆍ계명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
* 우수작품 전시-입상
ㆍ한국정보처리학회[주관] 춘계학술발표대회.
* 우수논문 포스터 발표 - 동상
ㆍ계명대학교 특성화사업(CK-1)[주관].
- 해커톤 개발 캠프(1차) –개발톤[장려상]
ㆍ2017 VR·AR 그랜드 챌린지 참가.
ㆍ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EXCO) –작품 시연.

권덕호(權 德 浩)

ㆍG-STAR 게임전시회(BEXCO) –작품 시연.

대학교
전공
부전공

계명대학교

ㆍ2018 HCI Korea [한국HCI학회] –작품 시연.

컴퓨터 공학부 게임모바일공학전공

ㆍ2021 GIGDC(글로벌인디게임) 참가.

스마트모바일공학전공

수상경력

2016년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

2016년 2학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
[입상]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2017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주관]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우수논문 / 학술지 게재

2017년
해커톤 개발 캠프

2017년 계명대학교
특성화사업(CK-1) [주관]
해커톤 개발 캠프(1차)
개발톤 [장려상]

이 력 서
성명

(국문)

성별

권덕호

(한자)

( 남 / 男 )

주소

생년월일

010-2083-6851

kon9383@naver.com

출신학교

학교명

전공명

복수전공

부전공

입학년월

졸업년월

졸업여부

고등학교

봉화 고등학교

∙

∙

∙

2009. 3

2012. 2

졸업

대학교

계명 대학교

게임모바일공학

∙

스마트모바일공
학

2012. 3

2018. 2

졸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36

3.84

3.92

3.79

대학교 최종평점

자격증

Kwon DeockHo

1993년 08월 03일

핸드폰
번호

∙

E-MAIL

대학성적

(영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 305동 603호

전화번호

학력

權德浩

3.73

/

대외활동

- 4D 롤러코스터(VR시트/오큘러스)
* 작품 시연
2017. 09. 14~16 EXCO,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2017. 11. 16~19 BEXCO, G-STAR
2018. 01. 31~02.02 2018 HCI Korea
- [대구교회 - http://www.churchlife.net/] * 홈페이지 제작

4.5

(현재 서비스 중)

자격/면허명

급수

취득일

주관처

정보처리기사

-

2018. 08. 17

한국산업인력공단

워드프로세서

1급

2007. 07. 27

대한상공회의소

수상일

발급기관

수상명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본선)

입상

2016.

12.

13

계명대학교 산학협력선도사업단

춘계학술발표대회(우수논문)

동상

2017.

04.

28

한국정보처리학회

해커톤 개발 캠프(개발톤)

장려상

2017.

06.

30

계명대학교 특성화사업(CK-1)

수상경력

구분
논문

사용 스킬

학술 논문

C#

회사명

Unity3D

재직기간

논문명

비교

Real-Time Water Surface Simulation on GPU

정보처리학회논문지 KTSDE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2017년 12월 호)

OpenGL

MS-SQL

근무부서

HTML5

직무

PHP

JS

JAVA

담당업무
MES 시스템 개발/운영
- 생산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력사항
(주)나무가

2019. 5 ~
2020. 6

- 생산 실적 리포트(수율) 화면 개발(프로시져 작성)

정보경영G

(1년 1개월)

MES 개발/운영

- 제품 불량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 생산 로직 Lot 별 스페셜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 NG Buffer 비즈니스 로직 수정
- 설비 가동률 관리 시스템 설계 / 개발
- MES 트러블 슈팅 운영/관리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http://kon9383.godohosting.com/

GitHub

https://github.com/KwonDeockHo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n9383

경력기술서
총 경력 1년 1개월
(주)나무가 정보경영G 1년 1개월 (2019.05 – 2020.06)
부서

담당업무

정보경영G / 사원
MES 시스템 개발 / 운영

- 생산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생산 실적 리포트(수율) 화면 개발(프로시져 작성)
- 제품 불량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업무내용

- 생산 로직 Lot 별 스페셜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 NG Buffer 비즈니스 로직 수정
- 설비 가동률 관리 시스템 설계 / 개발
- MES 트러블 슈팅 운영/관리

사용 기술

C# .Net, JAVA, MS-SQL

경력 외 프로젝트

2021 GIGDC(글로벌인디게임공모전) 10개월 (2020.11 – 2021.08)
담당업무

기획 및 개발 / 팀장

- 게임 캐릭터 / 몬스터 AI 기획
- 캐릭터 / 몬스터 실시간 Nav Mesh 처리
- 랜덤 맵 생성 알고리즘 개발
업무내용

* 미니 맵 로직 포함

- 스테이지 매니저 및 몬스터 웨이브 생성 로직 개발
- 씬 로더 매니저 및 로딩 씬 구현
- 캐릭터 및 몬스터 스킬/이펙트 구현
- 캐릭터 및 몬스터 텍스쳐 및 쉐이더 수정
- 책 페이지 넘기기 모션 구현 / 수정

사용 기술

Unity, Photoshop

* 카툰 렌더링(쉘 쉐이딩) 구현
* 인게임 정보창 구현

AW ARD
수상작

증강현실을 이용한 시각화 문화컨텐츠 어플리케이션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 [ 본대회 - 입상 ]

#Android #Application #AR #AugmentedReality #AndroidStudio

개발언어 / 엔진

Java / Android Studio

개발인원

4명 (역할 : 팀장, 개발 )

개발기간

2016. 09 –2016. 12 / 3개월

- 전체적인 시스템 기획
- 스탬프 획득 시스템 및 DB연동

개발내용

- 스탬프 사이드 메뉴(슬라이딩 메뉴)
- DB 연동
- 캐릭터 / 로고 제작 외주 업무 담당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OpenGL#Shader #GPUShader #Graphics #WaterSurfaceSimulation

개발언어 / 엔진

Visual C++/ OpenGL

개발인원

2명

개발기간

2016. 01 –2016. 02 / 2개월
- 절단 플레인을 이용한 투사/반사 텍스터 구현
- 텍스처 변형 / 프레넬 계산 구현

개발내용

- 퐁 광원 모델을 통한 반사광 구현
- 물리적 법칙을 활용한 반사 / 투사정도 조절
- 물 표면 애니메이션 구현
※ WaterPlane 부분 담당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water.cpp

쉐이더 프로그램 설정, 셋업
Uniform 변수 설정 / 리소스 텍스쳐 추가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water.cpp

OpenGL Draw 함수
-

카메라 시점 및 조명 설정

-

Unifotm 변수 활성화(바인딩)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MyGlWindow.cpp

반사에 사용할 스크린 생성
굴절에 사용할 스크린 생성
카메라 시점 설정

반사에 사용할 스크린을 버퍼에 저장

반사 스크린은
* 스카이 박스
* 지형 포함하여 Draw

굴절에 사용할 스크린을 버퍼에 저장

굴절 스크린은
* 지형만 필요하며 Draw

메인 스크린에 스카이박스, 지형, 물표면을 draw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waterFrag.frag

◆ Fragment는 최종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쉐이더 프로그램

Vertext에서

넘어온 최종 좌표 변수

물 표면을 구성하기 위한 텍스쳐 변수

물결을 애니메이션을 위한 변수

Reflect는 반사이기 때문에 Y값을 반전 필요

조명 빛에 의한 반사광 / 광원 설정

GPU기반 실시간 물표면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동상] / 논문 게제

waterVertex.vert

Vertext shader는 최종 좌표를 얻기 위한 쉐이더로서
오브젝트들의 좌표를 결정하고 Fragment로 좌표값을
넘겨주는 역할을 함.

Puzzle Coaster
◆ 특성화 사업(CK-1) 해커톤 개발캠프 - 장려상

#VR #Virtual Reality #PuzzleCoaster #4D #VR시트 #Innosimulation #Hackathon#장려상#수상

개발언어 / 엔진

Unity3D / Oculus / Innomotion 3축 VR시트

개발인원

4명 (역할 : 팀장, 개발 )

개발기간

2017. 06. 30 ~ 2017. 06. 31 / 무박 2일
- 전체적인 시스템 기획
- Trigger에 의한 몬스터 AI 개발

개발내용

- VR시트 움직인 컨트롤러 개발
- 시선 트래킹에 의한 UI 개발
- 오브젝트 / 배경 설계
- VR 카메라 필터 처리

PROJECT
프로젝트

계명대 투어를 위한 4D 문화컨텐츠

#Unity#VR#VirtualReality#4D#Drone#VR시트#3축의자#가상현실#계명대학교#홍보플랫폼

개발언어 / 엔진

Unity3D / Oculus / Innomotion 3축 VR시트

개발인원

4명 (역할 : 팀장, 개발 )

개발기간

2017. 05. ~ 2017. 06. / 2개월
- 드론과 360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촬영.
- 촬영한 360도 영상을 이용하여 Unity와 연동

개발내용

- Unity + VR시트 연동 및 VR시트 움직인 설계/구현
- Curved UI를 이용한 Intro Scene.
- 시선 트래킹을 통한 UI 제어.
- 영상연출/건물소개 UI 제작.

계명대 투어를 위한 4D 문화컨텐츠

- 드론과 360카메라를 이용하여 학교 전경을 촬영
- 촬영한 영상을 VR에 적용하기 위해 구 형태의 오브젝트 내부에 unity
개발내용

camera를 위치 시키고 구 오브젝트의 내부에 영상을 재생 시키기 위한 핵심
코드
- 구의 Mesh 정보를 불러와 폴리곤(triangles)의 정보들을 변경

계명대 투어를 위한 4D 문화컨텐츠

개발내용

- VR 시트 DLL 연동 및 Unity 내 사용 기능 정의

계명대 투어를 위한 4D 문화컨텐츠

- MotionOpen / MontionInit / SetSettle / SetNetural / OnApplicationQuit
※ DLL과 연동 되어 직접적 제어
개발내용

- Update 함수
*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직접 받아 회전값을 기준으로 VR시트의 움직임을
제어
* Fheave : 위 아래 진동으로 인위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연출

대구교회 홈페이지 제작

#HTML #PHP #CSS #그누보드5 #ImageSlider #Responsive #Mobile #DaeguChurch #Churchlife

개발언어 / 엔진

Gruboard5(HTML / PHP / CSS / JavaScript)

개발인원

1명 (역할 : UX/개발 )

개발기간

2017. 05. ~ 2017. 06. / 2개월
- Home 화면 이미지 슬라이더 제작
- Home 화면 최신글 게시판 제작
- 서브 페이지 개발 / DB 연동

개발내용

- 반응형 CSS 구성 설계 / 개발
- PC / 모바일 환경에 따른 페이지 설계
* 각각 구분하여 Left Menu, Sub Menu 개발
- Daum 지도 API 연동
- 게시판 개발(일반 게시판 / 미디어 게시판)

KIKEY(배달 APP 프로토타입 제작)

#Android #AndroidStudio #Application #Prototype #KiKEY

개발언어 / 엔진

JAVA / ANDROID STUDIO / PHP / MYSQL

개발인원

2명 (역할 : 팀장 및 개발 )

개발기간

2017. 07. ~ 2017. 08. / 2개월
- 각 페이지 설계 및 구현
- 로그인 및 회원가입 페이지 개발

개발내용

- DB 설계 및 JSON 연동
- 쓰레드 핸들러 처리
- Re-Sizeble을 통한 UI 최적화
- 광고 페이지 개발

Strange Park(4D 체감형 롤러코스터)

#Unity #GrandChallenge #4D #VR #VirtualReality #StrangePark ##ICT엑스포 #G-Star #HCI학회
Unity / Oculus

개발언어 / 엔진

* ICT엑스포 & G-STAR - 3축 시뮬레이터
* HCI학회 - 6축(P&I) 시뮬레이터

개발인원

4명 (역할 : 팀장 및 개발 )

개발기간

2017. 07. ~ 2017. 08. / 2개월
- 전체적인 기획 및 컨텐츠 제작
- 롤러코스터 모션에 의한 VR 시트 움직임 구현
- 오브젝트(생물) AI 개발 및 애니메이션 연출

개발내용

- Trigger에 의한 오브젝트 AI 개발
- 시스템 Manager / Scene Manager 개발
- Fog Effect(안개 효과) 구현
- VR Camera 필터 처리 / 물 속 물방일 Effect 처리

Strange Park(4D 체감형 롤러코스터)

* 시연사진

2021 글로벌인디게임공모전(GIGDC) 출품 : 영웅담

#Unity #GrandChallenge #4D #VR #VirtualReality #StrangePark ##ICT엑스포 #G-Star #HCI학회

개발언어 / 엔진

Unity

개발인원

3명 (역할 : 팀장 및 개발 )

개발기간

2017. 07. ~ 2017. 08. / 2개월
- 게임 캐릭터 / 몬스터 AI 기획
- 캐릭터 / 몬스터 실시간 Nav Mesh 처리
- 랜덤 맵 생성 알고리즘 기능 개발

개발내용

* 미니맵 로직 포함

- 스테이지 매니져 및 몬스터 웨이브 생성 로직
- 캐릭터 및 몬스터 스킬/이펙트 구현
- 캐릭터 및 몬스터 텍스쳐 및 쉐이더 수정
- 씬 로더 및 로딩 씬 구현
- 책 페이지 넘기기 알고리즘 개발

* 인게임 정보창 구현

1. 게임 간단 소개
영웅담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모험의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가는 로그라이크 3D 액션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마다 맵이 랜덤하게 생성되어 미궁을 탐험하며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보스를 처치하며 클리어해가는 로그요소들을 가미하여 탐험을 하는듯한 사용자 경험을 선사합니다.
2. 게임 특징
1. 카툰 렌더링 기반 게임
* 3D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화같은 느낌을 통해 캐릭터와 몬스터들의 특징을 극대화합니다.

2. 캐릭터들의 모험 이야기의 서사를 오래된 책상에서 꺼내며 시작합니다.

게임 로비씬

캐릭터 선택 창

3. 다양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
* 능력치와 스킬이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미지

이름
아미라
(Amira)

덱스터
(Dexter)

그리퍼
(Greaper)

※ 추후 캐릭터 종류 추가 예정

특징
칼과 총을 이용해 근접과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보물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활을 주무기로 사용하여 주로 원거리 공격으로 궁수로서 자긍심을 위한
탐험을 합니다.

낫과 흑마법을 이용한 마법 공격으로 지옥을 탈출한 죄수들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캐릭터입니다.

4. 랜덤하게 배치되는 맵 요소

랜덤 생성 예시- 스테이지 마다 맵 변형

*
*
*
*

일반
비밀
상점
보스

방
방
방
방

:
:
:
:

몬스터들을 처치하여 경험치와 골드 획득
아이템 혹은 경험치를 랜덤하게 획득 할 수 있는 방(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열리는 방)
획득한 골드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방
방들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으로 보스방 클리어 시 스테이지 클리어

3. 게임 플레이 방식
1. 게임 진행 방식
1) 스테이지
* 1챕터(고블린 & 오크) : 고블린과 오크를 중심으로 한 몬스터들과 3개의 스테이지(보스) 존재.
* 2챕터(스켈레톤) : 스켈레톤을 중심으로 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3개의 스테이지가 존재.
* 3챕터(지옥) : 지옥을 지키는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3개의 스테이지가 존재.
2) 일반 방
* 일반 방에서는 이루어지며 각 방마다 등장하는 몬스터들이 다르며 각각의 몬스터들을 처치 하며
경험치와 골드를 획득.
3) 보스 방
* 스테이지 별 보스방이 존재하며 일반 방을 탐험하며 보스방을 클리어 시 해당 스테이지 완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감.
4) 상점 방
* 일반 방/비밀 방에서 획득한 골드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 가능함.
5) 비밀 방
* 맵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특정 조건 만족 시 비밀방이 열리고 골드/아이템/경험치 등을 획득.
- 일반 방 클리어 후 특정 벽면에 접근 시 비밀방 오픈
6) 게임의 목표
* 각 스테이지에 모든 보스들을 처치하여 새로운 서사를 완료하라.
2. 게임 조작 방법

게임 내 인터페이스

단축키를 설정을 통해 변경 가능

1) 마우스 좌 클릭 : 선택 / 마우스 우 클릭 이동
2) A 기본 공격, Q-W-E-R을 이용하여 스킬 사용, 1-2-3-4-5-6을 이용하여 아이템에 할당된 스킬 사용
3) A-Q-W-E-R 키를 누른 후 마우스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

4. 게임 이미지 (예: 캐릭터, 컨셉아트, 게임 플레이 등 자료 첨부 )
1. 게임 플레이

게임 로비씬

캐릭터 선택 창

▲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

▲ 상점방 입장 아이템 구매 화면

캐릭터 정보 창

▲ 비밀 방 특정 조건 만족 시 방 입구 생성

▲ 비밀 방 보상 상자 획득

▲ 비밀 방 보상 상자(등급 별 보상 상이)

▲ 게임 오버 시 화면 (플레이 간의 정보를 보여줌)

2. 챕터 별 등장몬스터 종류
1 챕터 몬스터

외눈박쥐

고블린 전사

고블린 궁수

고블린 마법사

오우거
전사

일반 몬스터

오우거 족장 고블린 족장

오우거
대족장

1Stage 보스 2Stage 보스 3Stage 보스

2 챕터 몬스터

외눈박쥐

스켈레톤 검사

스켈레톤 전사

스켈레톤 창병

스켈레톤 궁수

일반 몬스터

스켈레톤 마법사

죽음의 스켈레톤 데저트

대마법사 리스퍼

얼음의 군주 리치킹

일반 몬스터

1 Stage 보스

2 Stage 보스

3 Stage 보스(챕터 보스)

3 챕터 몬스터

외눈박쥐 지옥의 촉수 지옥의 가고일

일반 몬스터

지옥견

불타는 골렘

지옥의 수문장

지옥의 간수

지옥의 왕

켈베로스

메두사

위리놈

1 Stage 보스

2 Stage 보스

5. 기타 추가 사항
현재 캐릭터의 가짓수는 3개지만, 추후 다수 캐릭터 추가 예정입니다.
챕터 및 몬스터 및 특수방 종류 추가 예정입니다.

3 Stage 보스
(최종 보스)

몬스터 / 캐릭터 스킬 구현 예시
* 확장성을 위해 몬스터/캐릭터에 속성으로 스킬을 구현
- ScriptableObject로 스킬을 만들어 같은 종류의 스킬일 경우 속성만 다르게 하여 빠르게 제작 가능.

몬스터 / 캐릭터 스킬 구현 예시
* 확장성을 위해 몬스터/캐릭터에 속성으로 스킬을 구현
- ScriptableObject로 스킬을 만들어 같은 종류의 스킬일 경우 속성만 다르게 하여 빠르게 제작 가능.
예시 1. 기본 스킬 구조

* 스킬 상속 구조 상세 예시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구성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스크립트(1/2)

* NonTargetProjectileSkillTemplate.cs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스크립트(2/2)

* NonTargetProjectileSkillTemplate.cs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이펙트 스크립트(1/2)

* ProjectileSkillEffect.cs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이펙트 스크립트(2/2)

* ProjectileSkillEffect.cs

스킬 구현 - 논 타겟 투사체 스킬 예시)
* 스킬 이펙트 : 충돌 검사 오브젝트(1/1)

* OnAggro

던전 - 맵 생성 알고리즘 개발
* 랜덤 맵 생성 로직

- 모티브 : 아이작

1. 스테이지 별 최소 방의 개수, 최대 방의 개수, 최대 거리를 입력 받아 초기 값을 세팅
2. 2차원 배열에 재귀호출을 통해 배열에 방을 구성
3. 배열에 저장된 방들을 List화하여 미리 프리팹화 된 single방 프리팹으로 생성
4. 방 타입(Single, Double, Triple, Quad) 에 따라 조건 처리
* Double, Triple, Quad의 경우 겹쳐지는 벽과 기둥 제거
5. 특수방에 대한 조건 예외처리 추가

1) RoomController.cs : 방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Manager
2) DungeonCrawlerController.cs : 방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스크립트
- 2차원 배열을 기준으로 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생성
- 방의 타입(Boss, Hidden, Item, Normal), 방의 크기(Single(1칸), Double(2칸), Triple(3칸), Quad(4칸)) 확률적으로 계산
3) Room.cs : 하나의 방으로서 벽, 문, 오브젝트 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 개별의 Single 방들을 Double, Triple, Quad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스크립트
4) SubRoom.cs : 방의 개별적 인 요소들에 대한 관리
- 방으로서가 아닌 의 각각에 대한 구성
ex) Triple Room애 대해서 (1 Room : 3 SubRoom)으로 구성

던전 - 맵 생성 알고리즘 개발
* 랜덤 맵 생성 스크립트(1/3)

- DungeonCrawlerController.cs

던전 - 맵 생성 알고리즘 개발
* 랜덤 맵 생성 스크립트(2/3)

- DungeonCrawlerController.cs

던전 - 맵 생성 알고리즘 개발
* 랜덤 맵 생성 스크립트(3/3)

- DungeonCrawlerController.cs

경 력 사 항

회사명

(주) 나무가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등의 탑재 되는 카메라 모듈 생산 회사)

부서

정보경영G / 사원

MES 시스템 개발 / 운영

담당업무

* MES : 생산 관리 시스템
- 제품주문에서부터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공장의 모든 생산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여 관리 프로그램

업무기간

1년 1개월 (2019. 05. 17 – 2020. 06. 30)

- 생산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생산 실적 리포트(수율) 화면 개발(프로시져 작성)
- 제품 불량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업무내용

- 생산 로직 Lot 별 스페셜 코드 등록 시스템 설계 / 개발
- NG Buffer 비즈니스 로직 수정
- 설비 가동률 관리 시스템 설계 / 개발
- MES 트러블 슈팅 운영/관리

사용기술

C# .Net, JAVA, MS-SQL

개발 예시

생산 공정 별 화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 화면 설계(생산 공정 별 / 제품 별 / 화소 별)
* 각 화면 별 생산량, 불량률, 목표률 등
2) 각 화면별 프로시져 작성
3) 화면 별 클라이언트 세부 사항 개발
4) 성능 향상 및 DB 스케쥴러 관리
* 실적 테이블 별도 생성 및 저장(스케쥴러 이용)
* 인덱스 관리
모델별 생산율

화소별 생산율

쿼리 작성 예시)
설비 일상점검 항목 리스트 조회 쿼리

생산 설비에 대한 일일 점검 리스트 항목들을 관리하
기 위한 쿼리 중 하나로서 화면에 필터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달받아 조회하는 기능을 담당.

ET_EM_DAILYCHECK

일일 점검 항목 상세 테이블

ET_EM_CHECKITEM

일상 점검 항목 테이블

SF_EQUIPMENTCLASS

설비 종류 목록 테이블

SF_USER

유저 목록 테이블

SF_CODE

기준 정보 테이블

설비 정보 조회 쿼리

재귀적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여 영역의 설비의 기준
으로 상위/하위 계층의 모든 생산 영역의 데이터를 임
시테이블로 생성.
이후 설비 기준으로 생산 영역을 조회.

SF_AREA

생산 영역 코드 테이블

SF_EQUIPMENT

설비 정보 코드 테이블

쿼리 작성 예시)

Lot 별 스페셜 코드 등록 조회

생산 제품 단위
SF_LOT
묶음 코드 테이블
특수 제품
ET_PR_SPECIAL_LOT
사유 등록 테이블

제품 생산 시 별개의 제품 단위 묶음에 특수한 메모를 남겨
공정 흐름에 작업자들이 인식하여 주의할 수 있는 시스템 개
발.

SF_PROCESSSEGMENT

공정 단위 테이블

SF_EQUIPMENT

설비 정보 테이블

SF_PRODUCTDEFINION

제품 정보 테이블

* 생산 공정과 설비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므로, 조회 시 Inner
Join으로 존재하는 모든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만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