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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목차 

전체 목차 

데브클랜 (2012~2013) 

써니아 (2011~2012) 

   게임빌 (아르바이트) (2010) 

개인 작업 (2011~2013) 

개인 작업 ( ~ 2010) 

1. 

2. 

3. 

4. 

5. 



1-0.  세부 목차 

데브클랜 

1-1.시스템 기획 

1-2. 밸런드 디자인 

1-3.래밸 디자인 

1-4.데이터 설계 

1-5.UI 기획 

Infinity blade style Mobile RPG Game 

Assistant Designer 

1-6. 개발툴 매뉴얼 작성 

Project Codex (베타단계까지 참여) 

 
모바일 플랫폼 ( ios , 안드로이드 ) 
유사 인피니티 블레이드 스타일 전투 
 + 던전은 직접이동 하는 RPG 게임 

기사링크 

1-7. 에니메이션 관리 

데브 클랜 

1-8. 2D 리소스 관리 

1-9. 사운드 관리 

1-10. 서버 관리  

1-11. 툴 제작 

코덱스 – 작업 목차 

누락된 파트 : 경제 및 능력치 밸런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9927


1-1 시스템 기획 데브 클랜 

전체 게임 구조 

포인트 시스템 문서 

시스템 문서 



1-2 밸런스 디자인 

레밸 디자인을 고려한 몬스터 배치 설정 

데브 클랜 

전투 산식 

기본 공식 및 기준 설정 
기본 공식 설정 기반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파일 제작 



몬스터 공격 액션 계량화 

1-2. 밸런스 디자인 

실제 테이블에 적용 

몬스터 액션의 난이도를 계량화 

몬스터의 액션이 몬스터 마다 특성 및 체감 난이도가 전혀 달라서 
몬스터 액션의 난이도에 기준을 세움 

겉모양은 같아도 몬스터의 난이도에 따라 
페이스(몬스터 체력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난이도의 액션을 취하게 적용 

데브 클랜 



1-3 레밸 디자인 

레밸 디자인을 고려한 몬스터 수 및 배치 설정 

몬스터 실제 배치 (유니티 작업) 

데브 클랜 

레밸 디자인 

플레이 시간 및 래벨 성장치를 고려한 몬스터의 수량 및 배치 설정 
(맵 디자인은 이미 기존에 제작된 것을 감안하여 설정) 

유니티3D로 직접 몬스터 , 상자 등의 이벤트 배치 
몬스터 방향, 카메라 방향 등도 함께 셋팅 



1-4 데이터 설계 

DB (서버) 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 및 디테일 내용 정리 

디테일 내용 정리 후 서버와 클라이인트 데이터 정리 

저장될 모든 데이터를 러프하게 정리 

DB 데이터 설계 

데브 클랜 



1.5 UI 기획 

UI 문서 내용 

UI 기획 



1-6. 개발툴 매뉴얼 작성 

SVN , 위키 , 맨스트 등 툴 사용 설명서 작성 

데브 클랜 

SVN 업데이트 후 주소 변경 시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스샷 

툴 매뉴얼 작성 

XML 생성 매크로(VBA) 사용 방법 및 편집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 

엑셀 to XML VBA 설명 작성 



1-7. 에니메이션 관리 

에니메이션 리소스 관리 

에니메이션 모션의 게임 내 공격 타이밍 및 방향 설정 

몬스터 에니메이션 관리 

모션 데이터 설정 (사운드, 이펙트 ,방향, 사용 몬스터 등등…) 



1-8. 2D 리소스 관리 

리소스 이미지를 아틀라스에 등록 작업 

이미지를 실제 게임에 적용 

데브 클랜 

UI 외주로 PSD 로 받은 파일을 직접 포토샵 편집 
유니티 내의 아틀라스에 등록 

유니티의 해당 씬에 직접 편집 및 게임 내 적용까지 함 

2D 리소스 관리 



1-9. 사운드 관리 

사운드 외주 관리 

데브 클랜 

게임 내 사운드 등록 – 데이터 연결 작업 

사운드 데이터 연결 

사운드 사용에 대한 협의부터 사운드 외주 관리 및 
게임 내 적용하기 위한 유니티 등록 및 데이터 작업까지 처리함 

사운드가 연결되는 각 데이터 파일에 직접 작업 

사운드 관리 



1-10. 서버관리 

SVN 서버 관리 (window + Visul SVN) 

Wiki, 맨티스 , 개발 웹서버(APM) 관리  

개발 게임 서버(APM) 관리 

서버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부재가 되자 
리눅스 사용 경험자가 회사에 나 뿐이라 급히 담당하게 됨 

서버 이전 및 개발 테스트 서버 및 도메인 설정까지 추가 작업 함  

Cent OS + NginX + PHP + Mysql 
(게임 플레이시 서버와 Json 을 사용해서 통신) 

서버 관리 



1-11. 툴제작 

칩셋에 따란 다른 APK 파일 (서로 다른 텍스쳐 타입 사용)로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테스트시 어느 걸 받아야 하는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해결하기 위해 만듬 

PHP 로 접속 시 자기 휴대폰에서 알맞은 APK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 제작 

기기타입 체크 + 테스트 APK 다운로드 페이지 (PHP) 

서포트형 웹 개발 

식사 주문 페이지 – 구굴 그룹스 활용 

잦은 야근으로 식사 주문 시 매번 한 명이 돌아다니며 식사주문을 돌아다니면서 
메뉴를 들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시간 대면 웹으로 동시에 주문을 하면 한번에 취합 시켜줄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 제작 



2-0. 써니아 - 세부목차 

써니아 

2-1.시스템 기획 (In Game) 

2-4.툴 설계 

누락된 파트 : 밸런스 디자인 , 사운드 외주 관리 

2-2.UI 기획 

2-7. 툴제작 

2-6.리소스 관리 

Café style Facebook Game 

Game Designer 

2-8기 타 

소셜스타 (알파버전까지 완성) 

 
페이스북 플랫폼 
소셜형 까페 꾸미기 베이스 +  
캐릭터 키우기 게임 

써니아 

2-3. 데이터 설계 

2-5.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소설스타 작업 목차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링커맨드 시스템 (캐릭터) 

가능한 커맨드 수에 따른 링커맨드의 등장 위치 및 순서 

캐릭터의 상황에 따라 다른 커맨드 등장 설정 

써니아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링커맨드 시스템 (오브젝트) 

오브젝트 특징에 따른 다른 커맨드 

오브젝트 특징에 따른 다른 커맨드 화면 설명 

써니아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제작시 데이터 처리 

제작 시스템 

아이템 제작 동작 

아이템 제작 UI 

써니아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의상 아이템 교체 로직 

의상 시스템 

의상 아이템 데이터 구조 

상점에서 의상 관련 UI 

써니아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UI 중심으로 서술 된 상점 시스템 문서 

상점 시스템 

써니아 



2-1. 써니아 – 시스템 기획 

맵(던전) 시스템 

맵 시스템 문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작 예시 파일 제작 

프로그래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플레쉬 파일로 
유저의 동작에 따라 
오브젝트가 어떤 동작을 하는 지 
보여주는 샘플 파일을 만듬 
(마우스에 실제 반응하는  
플래쉬 파일) 

써니아 



2-2. 써니아 – UI 기획 

UI 기획 

메인 UI 기본 배치 

각각의 UI 및 해당 UI 들의 각각의 동작 방식 

써니아 



2-3. 써니아 – 데이터 설계 

DB 설계 

ERD 

DB 필드 설명 

써니아 



2-4. 써니아 – 툴 설계 

Data 툴 설계 및 디자인 

툴 설계 및 디자인 

Data 툴이 처리해야할 로직과 보여줘야 하는 정보 
함께 처리해야하는 데이터들 

써니아 



2-5. 써니아 – 시스템 기획 (프로세스) 

이미지 표준 체계 설정 

좌표 체계 기준 지정 

이미지 리소스 기준 지정 (아티스트용 문서) 

이미지 리소스 기준 지정 (프로그래머용 문서) 

화면에 위치하는 좌표를 지정하는 방법 및  
불러오는 이미지의 기준 위치 및 이미지 크기 규격화  

써니아 



2-5. 써니아 – 시스템 기획 (프로세스) 

작업 룰 설정 

데이터 인덱스 및 파일들 네이밍 룰 지정  

데이터 수정 로그 작성  

데이터 인덱스 및 파일들 네이밍 룰 지정및 정리  
데이터 수정 시 로그를 만들도록 함  

써니아 



2-6. 써니아 – 리소스 관리 

각 파일들 리소스들 관리 

리소스 관리 

리소스들 각 파일 네이밍 및 리소스 분류 까지 관리 

써니아 



2-7. 써니아 – 툴 제작 

툴 제작 

직접 제작한 컨버팅 툴 

직접 제작한 컨버팅 툴의 작동 구조 및 사용 메뉴얼 작성 

PHP 와 엑셀에서 사용하는 CSV 파일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타 기획자들이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직접 중간 단계를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직접 Winform 으로 컨버팅 툴을 제작 

써니아 



2-8. 써니아 – 기타 

영어권 프로그래머와 협업 경험 

프로그래머 파트는 필리핀 마닐라 스튜디오 소속 
 
총 4회 약 보름씩 해외 스튜디오 출장 및 작업진행 
2011/09/15 ~ 2011/09/29  
2011/11/22 ~ 2011/12/06  
2011/12/13 ~ 2011/12/27  
2012/01/29 ~ 2012/02/16  

문서 작업 대부분이 영문으로 진행 
 
일부 영어 대화가 불가능한  
그래픽 아티스트 및 서브기획자들 사이에서 
통역 + 조율 역활도 수행 

직접 영문으로 작업 및 영어권 프로그래머와 직접 작업 

써니아 



3.스크립트 아르바이트 

게임빌 

작업 내용 
 
대사를 토대로 
  
모든 이벤트 연출 스크립트 작업 
                    (자체 스크립트) 
 
출시 때 작업한 내용에서 
변화 거의 없이 그대로 출시 

Mobile RPG Game 

Scripter : Part-time job 

2011년 상반기 출시 

아드베나 (한달 간 이벤트 모든 완성) 

 
모바일 플랫폼 (ios , 안드로이드, 피쳐폰) 
횡스크롤 액션 RPG 게임 
 

해당 작업물 러프샷은 
첨부불가을 양해 

게임빌 



4-0. 개인 작업 목차 

개인 작업 – 2011년 이후 

개인작업 

개인 작업 목차 

보정 확률 테스트 

경로 파일이름 텍스트 추출기 

반복 파일 복사용 툴 

식사 주문 페이지 



4-1.개인작업 

보정 확률 테스트 

작업 내용 
 
확률로 기존에 운이 나쁘면 정말로 드랍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확률을 변수로 남겨서 조절하는 수식 테스트   
 
결과는 안타깝게도 엑셀의 기본 렌덤 함수 자체도 확률 대로 적절히 나와서 차이를 느낄 수  없었음 
기본 확률과 보정한 확률 둘 다 기본 지정한 확률과 실제로도 유사하게 드랍 되었음 



4-1.개인작업 

식사 주문 페이지 

작업 내용 
 
기존 회사 식사 주문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을 
범용성 있게 개발 시작 
 
(아직 개발 진행중) 

사용된 기술 
 
PHP , Bootstrap 
Python , Django 
My-SQL , Jquery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2&str_page=Babtime/index.php#SP


4-1.개인작업 

경로 파일이름 텍스트 추출기 

작업 내용 
 
파일 관리를 위해 파일명을 엑셀로 관리 했는데 
대략의 파일들을 업데이트 햇을 때 
파일명을 한번에 가져올 방법이 없이  
일일이 하나씩 엑셀파일에 쓰는 상황이 되자 
지정한 폴더의 하위 폴더의 파일명을 
텍스트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든 툴 

사용된 기술 
 
Winform (C# (.net 4.0)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5&str_page=FileNameToText/index.php#SP


4-1.개인작업 

반복 파일 복사용 툴 

작업 내용 
 
첫 회사에서 작업 방식이 
작업 폴더와 테스트하기 위해 넣는  
폴더가 달라 매번 특정 폴더로 복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따로 자동화 되 있지 않고 
매번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환경으로 되어있어 
 
원클릭으로 설정된 파일을 복사하는 툴을 제작 
해서 생산성을 향상 
 
이후 회사에서도 사용 하다보니 기능 추가 

사용된 기술 
 
Winform (C# (.net 3.5)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6&str_page=simplefilecopy/index.php#SP


5.0 개인작업 - 목차 

개인 작업 – 2011년 이전 

개인작업 

개인 작업 목차 

드래곤네스트 스킬 시뮬레이터 

넥슨별 상점 뷰어 

와우 에드온 제작 패키지 

와우 에드온 유지 보수 



4-1.개인작업 

드래곤네스트 스킬 시뮬레이터 

작업 내용 
 
드래곤네스트를 하면서 하면서  
기존 스킬 시뮬레이터들이 스킬 트리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위 트리의 스킬을 배우면  
필수 스킬들이 자동적으로 찍히도록  
제작된 시뮬레이터 
 
(그림의 빨간색은 인피니티엣지 
라는 스킬 에 마우스를 오버 함으로서  
필요한 스킬 랩들이 표시 된 것) 

사용된 기술 
 
Winform (C# (.net 3.5)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11&str_page=Stop/DragonNestSkillSimulator/index.php#SP


4-1.개인작업 

넥슨별 상점 뷰어 

작업 내용 
 
넥슨별을 하면서 하면서  
일일퀘스트  및 매일 다르게 파는 아이템등을 
찾아보기 찾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제작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늘 요일을 
자동으로 체크 , 상점에서 상점에서 파는 모든 
아이템을 볼 수 있음 
 
오늘 퀘스트와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을  
이거 하나로 해결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작 

사용된 기술 
 
Winform (C# (.net 3.5) )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10&str_page=Stop/NexonStarShopViewer/index.php#SP


4-1.개인작업 

WOW AddonPackage Installer 

작업 내용 
 
개인적인 편의성을 위해 짜집기한 애드온을 
지인들도 써본 후 반응이 좋아서 설치 및  
배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인스톨러로 제작 
해서 배포 하게 됨 
 

사용된 기술 
 
Lua Script, XML , NSIS Script 

페이지 링크 

http://minine.net/project/index.php?int_num=7&str_page=WOW_UI/index.php#SP


4-1.개인작업 

NuguDrap Addon 유지보수 

페이지 링크 

사용된 기술 
 
Lua Script, XML 

작업 내용 
 
기존 원작자가 업데이트를 안하는 상황에서 
해당 메뉴를 좀 더 보기 편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수정 및 
신규정보 업데이트  
 
2009년~ 2010년 까지 유지 보수 
 

http://wow.inven.co.kr/dataninfo/addonpds/detail.php?idx=2687


•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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