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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age Standard rule 

화면에 위치하는 좌표를 지정하는 방법 및 

불러오는 이미지의 기준 위치 및 이미지 크기 규격화 

좌표 체계 기준 지정 이미리 리소스 기준 지정 

아티스트용 

프로그래머용 



1-2. Process rule 

데이터 인덱스 및 파일들 네이밍 룰 지정및 정리 

데이터 수정 시 로그를 만들도록 함 

데이터 인덱스 및 파일들 네이밍 룰 지정 

데이터 수정 로그 작성 



1-3. DB  

DB 설계- ERD 작성, 각각의 테이블 용도 및 필드까지 타입 설명 및 설정 

ERD DB 필드 설명 



2-1. Character Command System  

캐릭터 링 커맨드 시스템 (참조 : Sims Social ) 

캐릭터를 클릭하면 사용가능 한 명령이 링 커맨드 형식으로 등장함 

캐릭터 링 커맨드 시스템 



2-2. Object Command System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동작들 

오브젝트 링 커맨드 



2-3. Main UI 

메인 UI ( 상태표시 UI , 친구 UI , 메뉴 UI ) 및 각각 동작  

메인 UI ( 상태표시 UI , 친구 UI , 메뉴 UI ) 및 각각 동작 



2-4. Making item System  

아이템 제작 시스템의 UI 및 사용 데이터 

아이템 제작 시스템 , UI , 데이터 처리 



2-5. Dress System 

의상 상점 시스템 및 의상 시스템 

의상 상점 시스템 및 의상 시스템 



2. Shop System 

상점 시스템  

상점 시스템  



2-6. Map System 

월드 맵 시스템에 각 동작 및 데이터의 연결 

맵 시스템 문서 
동작 예시 파일 제작 



2-7. Manage Resource 

리소스들 각 파일 네이밍 및 리소스 분류 까지 관리 

각 파일들 리소스들 관리 



2-8. Tool Design  

Data 툴 의 처리해야 하는 것들 과 보여 줘야 하는 정보들 

Data 툴 설계 및 디자인 



3. Tool Making 

간단한 툴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 및 배포 하기도 함 

직접 제작한 컨버팅 툴 직접 해당 툴 사용 법 및  
데이터 업데이트 방법 매뉴얼 작성 



4. 영어권 프로그래머와 협업 경험 

해외출장으로 영어권 프로그래머와 직접 의사소통하며 작업 경험 

2011/09/15 ~ 2011/09/29 
 
2011/11/22 ~ 2011/12/06 
 
2011/12/13 ~ 2011/12/27 
 
2012/01/29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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