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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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링크는 전부 취소선(----) 처리 하였음, 다만 만들었다는 기록을 위해 내용은 보전)

1. 제작에 참여한 게임
ADVENA (상용화된 게임)

모바일 게임회사 게임빌의 아드베나 라는 액션 RPG 게임
(당시 작업 당시에는 타이틀 없이 프로젝트 명칭만 있었습니다.)
게임빌에서 한달간의 스크립트 아르바이트로 참여하게 된 게임
참여한 파트
스크립트 연출 (스크립트로 퀘스트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게임 링크
일반폰

http://www.gamevil.com/GAME/index.php?m=2&mk=8&pk=273
스마트폰
http://www.gamevil.com/EVENT/index.php?menu_code=9&curr_page=&skin=EVENT%2Fevent&event_no=657&pa
ge=read&board_pk=70793

선녀와 나무꾼

게임아카데미에서 2D 프로젝트로 한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3 인이서
한국적인 컨셉을 떠올리며 간단하고 쉬운 게임제작에 참여하여 만든 게임
참여한 파트
컨셉기획(공동). 시스템기획, 일정관리(총괄), 스테이지제작(맵툴사용),동영상편집
게임플레이 영상

-

선녀와나무꾼.avi

2. 시스템 문서 및 엑셀 시뮬레이터
길드 비매너 리스트 (비매너 리스트의 길드 통합관리)

비매너 피해를 길드 단위 공유 함으로서 공동체에게 피해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DOC 문서

-

길드비매너리스트.doc

PPT 문서

-

길드비매너리스트.ppt

가명시스템 문서 (인구 불균형이 없는 대립구도 시스템)

특정게임에서 진영간의 싸움을 보면서 이길 상황에서는 재미있었지만 인구 비율 격차가 너무 커져서
한쪽 진형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대립을 통한 아군이 뭉치는 효과는 유지하고
불균형한 비율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 방법을 없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게 된 가명 시스템
PPT 문서 (컨셉) -

악당을 위한 가면.ppt

DOC 문서 (구조)

가명시스템.doc

-

엑셀 밸런스 시뮬레이터

스탯 밸런스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만든 엑셀 스탯 시뮬레이터 입니다.
컨셉에 따라 2중으로 가위바위보 밸런스를 만들고 강약 싸움을 테스트 해보게 된 시뮬레이터 입니다.
실제 게임으로는 실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론상 돌려보기 위한 테스트용 엑셀 시뮬레이이터
DOC 문서

-

가명시스템.doc

3. 게임에 편의성을 위해 C# 을 활용해서 만든 툴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대격변용 대비 정의점수 및 명예점수 계산기

해당 게임이 확장팩이 나오면서
아이템 던전 장비가 토큰에서 점수제로 전환되고
전장 점수도 새로운 점수체제로 전환되기에 돈은 얼마나 주고 점수는 얼마나 줄 것인지
사용법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툴
관련파일:
WowToken.exe

- 실행파일

페이지링크

- 다운로드페이지

제작언어 : C#
해당 스킬 시뮬레이터는 C#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Net Framewrok 3.5 가 필요합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AB99342F-5D1A-413D-831981DA479AB0D7&displaylang=ko

드래곤네스트를 하면서 제작한 스킬 시뮬레이터

드래곤네스트를 하면서 기존 스킬 시뮬레이터들이 스킬 트리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위 트리의 스킬을 배우면 필수 스킬들이 자동적으로 찍히도록 제작된 시뮬레이터
(그림의 빨간색은 인피니티엣지라는 스킬에 마우스를 오버 함으로서 필요한 요구되는 스킬 랩들이 표시 된 것)
관련파일:
DragonnestSkill.exe

- 실행파일

드래곤네스트 SP 계산기.doc

- 제작문서

드네곤네스트SP.xls

- 스탯 정리용 엑셀 문서

페이지링크

- 다운로드페이지

제작언어 : C#

해당 스킬 시뮬레이터는 C#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Net Framewrok 3.5 가 필요합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AB99342F-5D1A-413D-831981DA479AB0D7&displaylang=ko

마비노기 영웅전을 하면서 제작한 스킬 시뮬레이터

마비노기 영웅전을 하면서 스킬 시뮬레이터가 엑셀파일로 된 것은 있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스킬포인트 계산을 쉽고 편하게 보고 계산해 보기 위해서 제작
관련파일:
MabiHeroAP.exe

- 실행파일

마영전AP.xls

- 스탯 정리용 엑셀 문서

페이지링크

- 다운로드페이지

제작언어 : C#

해당 스킬 시뮬레이터는 C#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Net Framewrok 3.5 가 필요합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AB99342F-5D1A-413D-831981DA479AB0D7&displaylang=ko

넥슨별을 하면서 제작한 상점 뷰어

넥슨별을 하면서 일일퀘스트 및 매일 다르게 파는 아이템등을 찾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제작
기본적으로 오늘 요일은 자동으로 체크, 상점에서 파는 모든 아이템을 볼 수 있음
오늘 퀘스트와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을 이거 하나로 해결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작
관련파일:
StarViewP.exe.

- 실행파일

페이지링크

- 다운로드페이지

제작언어 : C#
해당 스킬 시뮬레이터는 C#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Net Framewrok 3.5 가 필요합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AB99342F-5D1A-413D-831981DA479AB0D7&displaylang=ko

4. 월드오브워크래프트 UI 제작 및 유지보수 경험
통합 애드온 인스톨러 만들어 배포
개인적인 편의성을 위해 짜집기한 애드온을 지인들도 써본 후 반응이 좋아서
설치 및 배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인스톨러로 제작해서 배포

실행파일 : DarkAngelUI_install.exe
페이지 링크 (포함된 에드온 및 라이센스 정보는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제작에 사용된 언어 : NSIS Script

선택형 설치 인스톨러 제작
다른 애드온을 사용하는 지인들에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애드온만 골라서 설치하기 쉽도록
아래 그림과 같은 선택 설치형 인스톨러를 만들어서 배포

실행파일 : DarkAngel_PlusPack.exe
페이지 링크
제작에 사용된 언어 : NSIS Script
애드온 수정을 위한 간단한 툴 제작
손보고 있던 애드온 중 업데이트를 할 때 불편한 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불완전한 툴을 직접 제작
와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xml파일로 받은 후 파서(parser)를 사용해서 애드온에 맞게 고쳐주는 툴을 제작
배포할 확률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툴

누구드랍변환기/wow_xml
페이지 링크
제작에 사용된 언어 : C#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애드온 제작 및 수정 경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기에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했음을 증명하기 링크만 남겨놓았습니다.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모두 동일아이디로 본인이 올린 것 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누구드랍
해당 애드온은 개발자가 개발 중단한 상태에서
기존의 메뉴구성을 좀더 관리 및 보기 편하게 나누고 업데이트

명예/기타 한 페이지면에 메뉴가 너무나 많아
길어 짐에 따라 해당 메뉴를 3가지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유지 보수의 편의성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NDItemInfo_Etc.lua 로만 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NDItemInfo_Glory.lua ,
NDItemInfo_Tier.lua ,
NDItemInfo_Etc.lua
3개의 파일로 분류해서
메뉴를 해당 좀더 보기 편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수정
37만번 이상 다운로드 기록

before

NDItemInfo_Tier.lua

NDItemInfo_Glory.lua

NDItemInfo_Etc.lua

Before

After

누구드랍 +@ - [수정,업데이트]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110935
http://wow.inven.co.kr/dataninfo/addonpds/detail.php?idx=2687&rurl=%2Fdataninfo%2Faddonpds%2Flist.php%3FsearchField%3D
subj_subt%26searchString%3D%25EB%2588%2584%25EA%25B5%25AC
[3.2.X] 브로커 누구드랍 Broker_NuguDrop
- [제작]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111803
http://wow.inven.co.kr/dataninfo/addonpds/detail.php?idx=2851&rurl=%2Fdataninfo%2Faddonpds%2Flist.php%3FsearchField%3D
subj_subt%26searchString%3D%25EB%2588%2584%25EA%25B5%25AC
[3.0.x] InstanceMaps (Ace3) - [수정] [2008-11-03]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103545
[3.0.2] Elkano's ItemDB - [수정] [2008-11-02]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103444
[2.2.2][채팅] ChannelLinks ( 사설채널에 아이템링크 )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84091

- [수정]

[2007-10-14]

[애드온] Wind Me InfoBar 경험치/평판 퍼센트&남은량 표시- [수정] [2006-08-17]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54752
[1.1.x]세트 아이템 리스트 [SetWrangler] - [업데이트,수정] [2006-05-05]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47022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52314
[1.1.1] 장신구 관리기 TrinketMenu - [한글화(?)][2006-06-24]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50327
[1.1.0] 셋템리스트 [Set] - [제작] [2006-05-02]
http://wow.somegate.com/topic.php?topic_uid=46835
제작에 사용된 언어 : Lu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