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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MCU를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통한 제어 및 제작가능

웹프로그래밍으로 ajax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그램 제작가능

전기설비도면 제작 및 해석가능

학력사항

대학원(석사) 졸업

경력사항

경력 3년 4개월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직전 연봉 : 2,400 만원)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서울전체
정규직

포트폴리오

총 3건

학력 최종학력 대학원석사졸업

2017.03 ~ 2019.02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석사) (서울)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4.13 / 4.5

논문&졸업작품 Automatic control system for solar cell maintenance

2013.03 ~ 2015.02 편입/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화공생명공학과 3.52 / 4.5

논문&졸업작품 Gene Cloning Method and Use

2010.03 ~ 2013.02 수료 단국대학교(천안) (충남) 화학공학과 4.05 / 4.5

2007.03 ~ 2010.02 졸업 분당고등학교 이과계열 -

경력 총 3년4개월

2020.01 ~ 2020.02
(2개월)

로보게이트 개발부 / 임시직/프리랜서 경기 / IT·인터넷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2,400만원

담당업무 스마트팩토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6.06 ~ 2018.12
(2년 7개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 연구원 서울 / IT·인터넷 >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960만원

담당업무 스마트 생산공정에 따른 EMS 시스템 개발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7.09 ~ 2018.01 넥스트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서울 / 건설 > 환경·플랜트 960만원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5개월) 단 / 연구원 (팀원)

담당업무 식물공장 유동해석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6.11 ~ 2016.12
(2개월)

씨엠파트너 생산직 / 사원 (팀원) 경기 / 생산·제조 > 생산·제조·포
장·조립

1,800만원

담당업무 연료전지제조

퇴사사유 계약만료

자격증/어학/수상내역

2015.08 자격증/면허증 전기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합격

2004.03 자격증/면허증 워드프로세서1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2006.05 자격증/면허증 한자급수자격검정4급 대한검정회 최종합격

2019.10 어학시험 TOEIC 영어 615점/PASS

2015.03 어학시험 TOEFL 영어 73점/PASS

2012.12 수상내역/공모전 전국대학생수학경시대회(비전공분야)-동상 대한수학회 -

보유기술

전기-시퀀스, 내선규정,수변전설비,전력설비 ,회로설계, PLC / 고급

시퀀스에서 접점, 회로소자(And, NAND Eor)을 그릴 줄 알며 전동기 정역 운전회로를 그리거나 볼줄 알며 전력설비에서 역률, 소비전력 및 선간전압을 구할
줄 알며, 수변전설비에서 단상 2W, 3상 3W, 3상 4W를 의 결선을 보고 그릴줄 알며 수변전 표준결선도를 보고 그릴 줄 안다. 시퀀스제어를 직접 설계하고 회
로를 만들 수 있다. 수변전설비도면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다. 유접점회로를 설계하고 무접점설계를 할 줄 알며 이에 따른 PLC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다.
접지공사의 종류(제1종,2종,3종)와 적용장소, PLC제어(명령어와 번지설정), 시퀀스제어에서 회로소자와 논리연산(분배법칙, 드모르간)과 유접점회로의 종류
(신입신호 우선회로, 인터록회로)를 보고 그릴 수 있고 수전설비 표준결선도(LA, MOF, DM, DS, 접지공사, PF, CT, OCR)를 보고 이해하거나 그릴 수 있고, 축전
지용량, 변압기용량, CT비, 정격차단용량, 차단기단락용량을 구하는 법을 할 수 있다.

웹프로그래밍 / 고급

HTML, Javascript를 이용하여 웹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위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고 AJAX를 이용하여 주어진 정보에 알맞은 실시
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개발계기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스페인 마드리드 공대의 논문을 보고 javascript, html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형에 적합한 고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관련동영상은https://www.youtube.com/watch?v=sQk8iQyKo_A&t=13s"이고 프로그래밍 코드는"https://github.com/hye
onmin90/NewEnergia"와 " https://github.com/hyeonmin90/NewEnergia1"이다.

취업우대사항



고용지원금대상

병역대상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파일 구분 파일명

대상 청년취업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제2국민역

대외활동

2015.11 ~ 2015.12 인턴 씨엠파트너-＞경기도 평택시 인턴-연료전지 제조 및 물품수주 관리

2012.05 ~ 2012.05 자원봉사 자원봉사-청량리 시립대 근처 산 자원봉사-소아장애아와 등산동반교육

2012.02 ~ 2012.02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서울 강남구 짜장면집 아르바이트-서울강남구 짜장면집에서 설거지를 함

2015.05 ~ 2015.09 교육이수내역 서울공과전기학원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자기학, 전기기기, 전기
설비기술기준, 전력설비,시퀀스제어, 수변전설비,내선규
정, 테이블 등 전기에 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2016.01 ~ 2016.02 교육이수내역 대한전기학원 전기설비안전수칙, 전기설비측정, 전기조명기기, 유도전
동기, 수전설비구성 및 점검, 유도전동기에 대해 배웠습
니다. 형광등 결선을 실습해보았고 설비계통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연료전지에서 부동충전방식(교류를 직류
로 해서 저장시킨후 내보낼때 직류를 교류로)에 대해 배
웠습니다. 전동기가 고장난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실습
해보았고(누설전류를 측정하는법) 그 이후에 후속조치
에 대해 배웠습니다.

2016.01 ~ 2016.02 교육이수내역 대한전기학원 시퀀스제어를 배우고 직접 회로를 만들어보고 설계도면
(유접점회로)을 그려보았습니다.. 전동기 기동제어 회로
를 만들어 보았고 기동보상기법 회로를 만들어 보았고
자동제어시스템(급배수장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유접
점회로, 무접점회로를 설계하였고 이에 따른 PLC 명령어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6.02 ~ 2016.03 교육이수내역 KG IT뱅크 자바 연산자, 제어문, 객체프로그래밍

2016.04 ~ 2016.05 교육이수내역 KG IT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배움(CCNA)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포트폴리오 전기설비.jpeg 63KB

전기제어.jpeg 104.6KB

에너지제어관리프로그램설명.docx 89.8KB

기타 Gene Cloning Method and Use(학사논문).hwp 1.8MB

Automatic Control System For Solar Cell(석사논문).hwp 12.8MB

열전소자를_적용한_친환경_휴대용_냉각시스템_개발.pdf 752.4KB

자동_온도컨트롤이_가능한_일체형_태양전지_시스템_개발.pdf 498.4KB

IOT적용_태양광발전을_위한_필름히터에_관한_연구.pdf 2.2MB

MCU를_이용한_태양광-풍력_하이브리드_발전시스템_개발.pdf 492.6KB

스마트주차안내시스템_논문.pdf 984.9KB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810%2F17%2Fpgpz3b_xlh8-1klblci_resume_filebox.jpeg&name2=%EC%A0%84%EA%B8%B0%EC%84%A4%EB%B9%84.jpeg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810%2F17%2Fpgpz42_rubz-1klblci_resume_filebox.jpeg&name2=%EC%A0%84%EA%B8%B0%EC%A0%9C%EC%96%B4.jpeg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31%2Fpm7294_tfke-1p4yoiu_resume_filebox.docx&name2=%EC%97%90%EB%84%88%EC%A7%80%EC%A0%9C%EC%96%B4%EA%B4%80%EB%A6%AC%ED%94%84%EB%A1%9C%EA%B7%B8%EB%9E%A8%EC%84%A4%EB%AA%85.docx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08%2Fpl09hh_bxiw-1p4yoiu_resume_filebox.hwp&name2=Gene_Cloning_Method_and_Use%28%ED%95%99%EC%82%AC%EB%85%BC%EB%AC%B8%29.hwp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08%2Fpl0a8y_hlz5-1p4yoiu_resume_filebox.hwp&name2=Automatic_Control_System_For_Solar_Cell%28%EC%84%9D%EC%82%AC%EB%85%BC%EB%AC%B8%29.hwp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15%2Fplcrt7_goip-1p4yoiu_resume_filebox.pdf&name2=%EC%97%B4%EC%A0%84%EC%86%8C%EC%9E%90%EB%A5%BC_%EC%A0%81%EC%9A%A9%ED%95%9C_%EC%B9%9C%ED%99%98%EA%B2%BD_%ED%9C%B4%EB%8C%80%EC%9A%A9_%EB%83%89%EA%B0%81%EC%8B%9C%EC%8A%A4%ED%85%9C_%EA%B0%9C%EB%B0%9C.pdf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31%2Fpm7176_zn8r-1p4yoiu_resume_filebox.pdf&name2=%EC%9E%90%EB%8F%99_%EC%98%A8%EB%8F%84%EC%BB%A8%ED%8A%B8%EB%A1%A4%EC%9D%B4_%EA%B0%80%EB%8A%A5%ED%95%9C_%EC%9D%BC%EC%B2%B4%ED%98%95_%ED%83%9C%EC%96%91%EC%A0%84%EC%A7%80_%EC%8B%9C%EC%8A%A4%ED%85%9C_%EA%B0%9C%EB%B0%9C.pdf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31%2Fpm71co_apom-1p4yoiu_resume_filebox.pdf&name2=IOT%EC%A0%81%EC%9A%A9_%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C%9D%84_%EC%9C%84%ED%95%9C_%ED%95%84%EB%A6%84%ED%9E%88%ED%84%B0%EC%97%90_%EA%B4%80%ED%95%9C_%EC%97%B0%EA%B5%AC.pdf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1%2F31%2Fpm71r2_5bgj-1p4yoiu_resume_filebox.pdf&name2=MCU%EB%A5%BC_%EC%9D%B4%EC%9A%A9%ED%95%9C_%ED%83%9C%EC%96%91%EA%B4%91-%ED%92%8D%EB%A0%A5_%ED%95%98%EC%9D%B4%EB%B8%8C%EB%A6%AC%EB%93%9C_%EB%B0%9C%EC%A0%84%EC%8B%9C%EC%8A%A4%ED%85%9C_%EA%B0%9C%EB%B0%9C.pdf
http://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1902%2F10%2Fpmozwb_d7kw-1p4yoiu_resume_filebox.pdf&name2=%EC%8A%A4%EB%A7%88%ED%8A%B8%EC%A3%BC%EC%B0%A8%EC%95%88%EB%82%B4%EC%8B%9C%EC%8A%A4%ED%85%9C_%EB%85%BC%EB%AC%B8.pdf


[동기 및 포부]

[의료기기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저는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을 전공하여 스마트공장에 관한 자동공정에 관해 연구했으며(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및 EMS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

에 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구한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빛, 온도, 압력센서를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위의 온도를 제어하는 연구를 하여 해커톤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 연구를 주제로 하여 졸

업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C언어를 사용했으며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각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태양광 패널 아래에 있는 히

팅필름의 on/off를 통해 태양광 패널 위의 온도를 제어합니다. 이 연구의 내용을 응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빠른 제어를 위해 주위에 대한 정확한

각도 및 위치 계산이 필요하므로 추출한 관심영역을 바탕으로 위치 정보와 각도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여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서 MCU가 태양광 감지 센서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모터를 동작하게 하여 태양광 패널이 실

시간으로 태양광을 수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넥스트온 기업과 산학협력하여 식물공장유동해석을 했었습니다. 설계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하고 식물공장유동해석은 CFD로 하였습니다.

스마트주차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IOT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스토퍼에서 주차내용을 받아서 소비자가 주차에 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카스토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지와 연동하는 EMS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과대학 박사과정에서 모터제어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즉, 로봇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인덕턴스를 줄임으로써 에너

지 손실을 최소화 하였고 모멘트를 감지한 토크센서를 통하여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게이트 기업에서 java 언어를 이용해서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출퇴근 프로그램 개발 및 Computer Vision을 통한 농작물생사 검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Computer Vision에서는 edge detection을 이용했습니다.)

위 석사과정에서의 MCU와 센서들을 연동한 자동제어에 대한 연구, 일본에서의 모터제어에 대한 연구와 기업에서의 Computer Vision에 대한 연구를

응용하여 스마트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성격 및 생활신조]

[모든일은 끝까지 완벽히!] 

생활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활 신조입니다. 무분별한 설치로 발전 효율이 떨어지

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방음벽, 고속도로 난간, 외부터널에 사용될 수 있는 태양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전지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각 센서들을 연동하여 태양전지 패널위에 우적 및

적설을 감지하여 히팅필름의 작동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점, 목

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가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느긋한 마음을 갖

고 차근차근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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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

학사에서는 대한수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학생수학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기 제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전기정보공학과에 있었고 배웠던 전기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광 받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더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Modelado y Simulacion de un Sistema Conjunto de Energia Solar y Eolica para Analizar su

Dependencia de la Red Electrica”이라는 제목의 마드리드 공대 스페인어 논문에서 착안하여, Javascript로 태양광 판넬의 적절한 각도에 대한 정보와 고도

에 따른 발전량정보를 제공하며 ajax를 이용하여 node.j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발전 전압의 동요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관련동영상은https://www.youtube.com/watch?v=sQk8iQyKo_A&t=13s"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는"https://github.com/hyeo

nmin90/NewEnergia"와 " https://github.com/hyeonmin90/NewEnergia1"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동아리에서 딥러닝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수학적능력을 키워왔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C언어(C++), JAVA, PYTHON)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사랑의 실천]

대학교 2학년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교육개론”을 수강했습니다. 강의 중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소

아장애아와 함께 청량리의 산에서 암벽등반을 했습니다. 소아장애아와 암벽등반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심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래의 포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의료기기개발!]

물건에 대한 정보를 Computer Vis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MCU에 전달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는 알맞은 도구를 집거나 물질을 전

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파지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들면 딱딱한 물질은 griper로 집을 수 있지만 물렁물렁한 것은 집지 못합니다. 반면에

흡착장치는 물렁물렁한 것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MCU가 압력센서로 물체 및 물질의 단단함을 측정하고 로봇팔에 griper나 흡착장치 중 회전식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있게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석사에서 작성한 학회에 낸 휴먼케어 관련 논문(열전소

자를 적용한 친환경 휴대용 냉각시스템 개발)을 쓴 경험을 바탕으로 마사지 기능을 탑재해 고객들의 기분을 좋게해주고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바이어와 이메일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개발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단점도 계속 보완해나가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