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제어에 관심을 두어 현재 Cortex-M programming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Artwork 설
계에도 몰두하여 자체 모듈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및 오픈 
하드웨어를 위하여 GitHub에 소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ills 
Atmel 8-bit MCU, Embedded system Cortex-M programming, PCB artwork 

Education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나노-정보 융합(석사), 2021(예정) 
백분율: 미정  

부천대학교 — 지능로봇공학과(학사), 2019  
백분율: 98.75  

부천대학교 — 지능로봇과(전문학사), 2018  
백분율: 98.43  

Recent projects 
Monitoring system using accelerometer and gyroscope — 2018 
• Cortex-M0 시리즈의 저전력 모드 중인 stop-mode에 대한 의의를 이해하고 전력 소
비 줄여 장기간 동안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interrupt를 사용해 double-tap 모션과 tilt motion을 쉽게 감지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 LSM6DS3US 센서 C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면서 API의 효율성, 제 3자가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 제품화를 위해 프로토타입 PCB를 디자인했습니다. 

• 향후 계획으로는 걸음을 감지하는 기능과 센서 내 저전력 모드를 이용하여 피트니스에 
적용할 스마트 와치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있습니다. 

Develop an eye emoticon — 2017 
• Shift 레지스터 IC를 이용해 도트 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 C 언어의 배열을 사용해서 해당 이모티콘를 표시할 변수들을 저장해 좀 더 원할한 프
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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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bit MCU 중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는 Atmel사의 ATmega 시리즈 MCU를 채택
해 다른 프로그래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Control SD card with Cortex-M SPI peripheral — 2017 
• SD card 모드는 SD mode, SPI mode가 있음을 인지하고 SPI mode를 사용하여 

SD mode를 지원하지 않는 8-bit MCU에서도 적용 가능하여 이식성을 높였습니다. 

• SPI의 초기화 및 다양한 SD카드 버전에 따른 플로우 차트 작성했습니다. 

• FAT32의 기본적인 개념인 클러스터 이해를 이해하고 FAT32 영역과 파일을 접근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 추후에는 CUI를 적용하여 MS-DOS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에 목표를 세
우고 있습니다. 

Awards and Honors 
성적우수 장학금 - 2018 
2017 부천대학교 EXPO(CAP-STONE Design 경진대회) 우수상 — 2017 
2017년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톤 최우수상 — 2017 
제 3회 Altium 온라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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