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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알림

자세한 개발 이력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vzone.co.kr/korea/career/achievements.html

자세한 포트폴리오 화면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evzone.co.kr/korea/career/portfolio.html

문의 / 견적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evzone.co.kr/korea/orderwork/inquiry.html

해당 문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과 최근 내용은 데브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devzone.co.kr/ 또는 모바일에서는 http://m.devzone.co.kr/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연락 하실 경우 dev@devzone.co.kr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http://www.devzone.co.kr/
http://m.devzone.co.kr/
mailto:dev@dev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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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데브존은 각종 SW 개발과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Software를 전문적으로 외주 받아서 개발 납품하는
외주 개발 전문 업체 입니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데브존은 오랜 시간 만큼의 다양한 외주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난이도 높은 개발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특화된 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주)데브존 (DevZone)

대표자 김대섭

사업자등록번호 117-81-76317

본사소재지
(개발사업부)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번지, 현대 드림타워 1121호

지사소재지
(리포트사업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65, 한솔 로이젠트 609호

관련분야시작 1996년 1월 [프리랜서 팀으로 시작]

관련사업시작 2002년 1월 [개인 회사 설립] 후 법인전환

주사업분야 외주 개발 전문. 

외주진행경력 18년 (2013년 현재)

기본사항 회사 개요



기본사항 회사 개요

상시종업원수 10명.

연평균문의/견적수 200건 내외, 실제 계약 프로젝트 수 : 10~20건 내외

소단위프로젝트금액 2500~3500만원 내외 (1 ~ 1.5 개월 단위 금액)

메인평균계약금액 2억~3억 (계약기간 4~6개월 내외)

연평균매출액 10억 미만.

영업방식 회사 홈페이지, SEO(검색 엔진 최적화) 마케팅

개발사업부전화 02) 2061-0753  FAX 02) 2061-0759

리포트사업부 02) 858-3367 FAX 02) 858-3369

기술상담, A/S

김민석 기술이사 상담메일 dev@devzone.co.kr

02) 2061-1259 견적요청 홈페이지 문의 접수란

mailto:dev@devzone.co.kr


주사업내용 회사 개요

SW 외주개발

HW 외주개발

다국어 번역IT 컨설팅

3D SW 개발

주 사업 분야 ㈜데브존의 주 사업은 외주 개발 사업 입니다.  다국어와 컨설팅 3D 
모두 개발 사업에 특화 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 회사 개요

㈜데브존의특화된주프로젝트분야입니다.

하드웨어
관련프로젝트

3D 표현
프로젝트

네트워크
관련프로젝트

현재 데브존이 주로 진행 하는 프로젝트의 종류 입니다.  일반적인 Software개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일반 업체에서
하기 힘들어 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면서 자연히 아래 분야로 많이 특화된 상태 입니다.

저희 데브존은 주로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고, 3D CAD등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Software도 개발이 가능 합니다.



조직도 회사 개요

저희 데브존은 영업 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별도 영업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SEO에 의한 영업)





데브존의슬로건개발이념

경쟁사가 없는 기술력 있는 외주 개발 전문 회사가 되자.

강제영업이 아닌 고객이 스스로 보고 찾아 올 수 있는 회사가 되자.

정확한 일정과 결과물의 품질로 프로젝트를 승부한다.

실제 사용하고 팔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자.

버그는 기간 제한 없이 끝까지 책임진다.

회사 생존에 필요한 자금 회수는 확실하게 한다.



• 오랜 기간 외주 개발만 전문적으로 수행 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실패 없이 성

공적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 그로 인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외주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특화 되어 있습니다. (영업/계약/정책/품질/AS등)

외주개발특화

• 별도 영업 조직에 의한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과 고객의 소개를 통해 프로젝

트를 수주 합니다.

• 현재 고객의 프로젝트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인터넷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음 고객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영업으로 생각 합니다.

• 따라서 자체적인 품질 기준에 맞추어 완료 시키며, 고객의 품질 요구와 무관하게 높은 품질

로 결과물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책

• 계약 시점에 개발 해야 할 내용에 대해 데브존에서 충분히 파악하여 전체 설계서

(100~200Page내외)를 작성 하며, 해당 설계서를 토대로 고객님(연구조직/영업,사업부/마케

팅/AS등 가능한 모든 의견 조율) 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발 내용 및 계약 내용을 확정합니다.

• 외주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 계약은 하지 않으며, 파트너 관계의 (Win-Win) 계약

을 추구 합니다. 외주는 돈을 받고 기술력을 빌려주는 과정으로 데브존은 생각합니다.

• 기술력 기반이 아닌 단순 인력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SI 프로젝트나 인력 파견 프로젝트, 단

순 웹사이트는 외주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상실 및 회사 수익 구조 악화)

계약정책

계
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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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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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술이 나오는 경우 검토 및 자체적으로 교육하여 맞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과

정을 오랫동안 수행 하였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주력 개발 언어는 MFC, C#, VB 입니다.

•최근 언어인 WPF, Android Java, ObjectC 언어도 모두 개발이 가능 합니다.

• 2D 모델링을 위해 CAD 도 사용 합니다. (고객이 3D모델 제공하여 SW로 표현도 가능)

개발언어

•프로젝트 진행 시 전체를 모듈화 하여 나누어 개발 합니다.

•모듈 단위로 개발하고 검증 및 테스트한 후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식

으로 개발을 진행 합니다.

•일반적인 개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모듈도 이용하여 개발 합니다.

•기존에 개발된 모듈을 이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 하여 개발 합니다.

(개발 인력 대비 시간 단축 및 이윤 증가, 프로젝트 완료 전 위험성 감소)

모듈화

•개발 속도 증가와 개발 실수(버그) 감소를 위해 데브존은 자체적인 개발 보조 툴을 이

용하여 개발 합니다.

•회사 인트라넷과 각종 개발 보조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업그레이드 중)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특정 과정(오랜 시간이 걸리며, 복잡한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

여 시간을 줄이고 체계화 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보조툴사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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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완료되면 고객의 사업 진행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체 소스를 제

공하며, 이전 교육도 진행 합니다.

•프로그램 소스, 전체 설계서,  DB 내역서, UI 내역서, 디자인 소스, 프로그램 설명서, 설

치 설명서, 참조 자료도 전달 합니다.

(단 설명서는 데브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범위 이며, 마케팅/영업적인 측면/유지보수

가 추가된 설명서는 고객이 데브존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과소스이전

•하자 보증 보험은 기본적으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개발에 의해 발생된 버그는 기간제한없이 끝까지 책임 집니다.

•기간 제한 없는 하자보수는 자체적인 책임 기준 입니다. 

(실제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준)

하자보수정책(버그)

•개발 계약 이외의 변경/수정/보안/업그레이드 내용은 유지보수나 추가 개발 계약으

로 진행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협의 합니다.

•많은 의뢰 업체들이 추가 개발과 유지보수를 통해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정책(업그레이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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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전체진행과정개발이념

고객 문의

•고객 문의 수신

•대상 업무 파악

(고객 기획서 기준)

기술 제안

•기술 제안서 전달

•견적서 전달

계약 체결

•고객 기획서와 데브존

기술제안서 범위로 계

약 체결

전체 설계

•데브존에서 전체 설계.

•일정 / 개발 Concept

•DB / 통신 / UI 구성안

•라이선스 적용 방식등

설계 확정

•설계서를 기준으로 고

객 측 관련 담당자들과

개발 내용 조율 및 확

정.

개발 진행

•설계서 대로 작업 진행

•설계서 대로 진척 보고

중간 검수

•진행상황과 남은 작업

발표. 데모 시현. 고객

중간 의견 수렴.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

한 각종 이슈 조율.

검수 발표

•데브존에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완료 시 발표

진행. (데브존기준완료)

•고객 측 검수 및 검토

시작

검수 진행

•매뉴얼, 문구, 디자인.

•기능 검수.

•고객 기준에서 완료 하

기 위한 검수.

다국어

•매뉴얼 번역

•프로그램 다국어 작업

전체 테스트

•장비 구동 최종 테스트

•비정상 상황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장기 구동 테스트

최종 패키지

•CD 설치 본 제작

•Online 설치 본 제작

•서버 설정

완료 발표회

•결과물 제출

•인수 인계 진행

•제품 응용과 추가 개발

에 대한 데브존 의견

제시.

계약 완료

•정식 납품

•계약서 완료 작업

•전체 자료 이관

•이관 교육(엔지니어

Level)

하자 보수

•하자는 무기한

•유지보수는 별도 협의



데브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와 기술들이며, 많은 경험으로 인해
신규 언어라도 빨리 적응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개발언어주요 기술력

일반 APP

•VC++

•MFC

•ATL

• .NET (C#)

• Java

•Visual Basic

• Fox Pro

•Delphi

• Borland C++ 
Builder

WEB APP

• .NET

• JSP

• PHP

• Perl

• ISAPI

•ASP

•Ajax

•ActiveX (MFC 
/ ATL)

• Silverlight

Server APP

•MFC

• C# Windows 
Service

• C# Windows 
App

• C# Soap 
Server

• Java

•Visual Basic

•GCC



개발언어주요 기술력

DataBase

• Ms-Sql

• My-Sql

• Oracle

• Access

• 파일형 DB

통신관련

• TCP/IP

• RS232/485

• GPIB(IEE488.2)

• RAPI

• Bluetooth Socket

• HFP (핸즈프리 통

신)

• Zigbee

• USB

• VHF

• Can 통신

• KWP2000

Embedded

• WinCE(MFC/C++)

• WinCE(C#)

• WPF

• Android (java)

• IPhone (ObjectC)



개발언어주요 기술력

HW

•HW Controller 

회로 개발

•Atmega 
16/128/256

•ARM9/11 

• Embedded XP

Design (App)

• Photoshop

• illustrator

3D Part

•Auto Cad 2D

•WPF

• Silverlight

•Web-GL



데브존의 주요한 End User 입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상장사, 일반 법인체 등 다양한 End User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어떠한 고객이라도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 End User 주요 고객

•삼성 서비스센터 전체 해외지점 대상 순번 대기표 개발삼성전자

•HiDGA : 변압기 유중 가스 분석 시스템

•HiPD : 변압기 부분 방전 진단 시스템효성 중공업

•영상 기반 구조물 관리 시스템 (균열 관리 시스템)

•균열 찰영 장비 관리 시스템 (Ubiros/BPSS)한국 도로공사

•입학 사정관 모의 면접 시스템영진 출판사

•호텔 관리 시스템

(Gateman 기반 호텔 출입 관리 시스템)IREVO

•발전소 진동 감시 시스템한국전력공사

진행한 프로젝트의 주요 납품 고객

1년

4년

5년

3개월

1년

개발 및
유지보수
포함기간

3개월



최근 End User 주요 고객

•한자 경시대회 시스템건국대학교

•건설 ERP우원 개발

•도메인 관리 시스템WHOIS

•KITA 연수 관리 시스템

•사이버 E-Learning 시스템한국 무역협회

•납골당 관리 시스템남해군청

•세대기 원격 제어 Software코콤

진행한 프로젝트의 주요 납품 고객

1년

4개월

8개월

5년

6개월

개발 및
유지보수
포함기간

3개월



비상장사 주요 고객

㈜엔코아링크

• 원격전원제어시스템

㈜브레인짱

• 두뇌개발게임

㈜아이엠코프

• 비파괴 과일당도 시스템

㈜에스웨어

• Sosage 비상발신 시스템

㈜BFI

• Bi-fuel 자동차 관리 시스템

㈜Mips

• 아파트 위치 추적 시스템

㈜펨트론

• PCB 검사장비 모니터링

(주)온에어미디어

• Game Launcher /광고시스

템등

㈜I&D

• Image Viewer

㈜위디스

• 퍼플트리

(주)글로벌인포메이션

• 검색엔진개발

㈜하나전자

• 볼링장 자동화 시스템

(재단)서울공원묘지

• 납골당 관리 시스템

㈜청풍

• 카드발급 관리 시스템

㈜오케이홈쇼핑

• 쇼핑몰 사이트 그외다수

기타 비상장사 다수



하위외주 End User 주요 고객

•프롬써어티와 전략적 제휴(SW전체파트)

•Wafer Burning Tester (From3200/T06)삼성전자

•나래 기술을 통해 납품. (갑을병)

•EBR Tester.하이닉스

•동해삼테크를 통해 납품. (갑을병)

•유량 관리 시스템동해/진주시

•위니테크놀러지에 납품. (갑을병)

•원격 온/습도 관리 시스템
KT

•천호 IT를 통해 납품. (갑을병)

•순번 대기표 시스템우리은행

2년4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개발 및
유지보수
포함기간

*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을이 아닌 병/정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전혀

수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전략적 제휴는 수행함)





프로젝트분야 주요 개발 이력

각종 C/S 기반네트워크프로젝트수행.

각종이미지분석시스템개발.

각종 HW 관련 SW 개발.

각종장비 HW Controller 회로개발.

각종장비제어프로그램개발.

각종장비운영 SW 개발.

각종검사기장비관련 SW 개발.

각종 Hand 단말기시스템개발.

각종스마트폰관련 SW 개발.



프로젝트분야 주요 개발 이력

각종광고관련시스템개발.

각종위치기반관련시스템개발.

각종 Game 개발.

각종아파트세대기관련시스템개발.

각종도어록관련시스템개발.

각종차량관련 SW 개발.

각종모니터링 SW 개발.

각종 SI 프로젝트수행. (이전)

각종홈페이지개발. (주로프로젝트일부인경우)



주프로젝트상세단위 주요 개발 이력

사이버강의/학사/교육시스템. 출퇴근체크기개발. [키오스크]

OMR 시험체점기개발. 직원카드발급기개발.

보안관련 SW 개발. [CD/네트워크] 일정관리시스템개발.

볼링장시스템개발. 장묘관리시스템개발.

도메인발급시스템개발. 건설 ERP 개발.

검색엔진개발. PCB 광학검사장비 SW.

반도체 Tester 장비 SW 개발.
(Wafer Burning Tester)

반도체광학검사장비개발.
(EBR Tester)

순번대기표시스템개발. 광고관련솔루션제작.

전기차단기시스템개발. 데스크톱위젯개발.



주프로젝트상세단위 주요 개발 이력

온/습도측정 SW 개발. 수자원관리 SW 개발.

아파트세대기관련 SW 개발. 도어록제어 SW 개발.

메일서버개발. 메일발송기개발. [자체사용]

Browser BHO 개발. Browser BAND [툴바] 개발.

Zigbee 기반위치추적시스템개발. GPS 기반위치추적시스템개발.

당도계개발. (스펙트럼분석장비) GPS 관련 HW 단말기개발.

CTI/ARS 시스템구축. 스마트폰비상발신장치개발. (Bluetooth)

Game / 프로그램설치 Launcher 개발. Game 20여개개발.

장비모니터링프로그램개발. 변압기관련시스템개발. (DGA/PD분석)



주프로젝트상세단위 주요 개발 이력

무선전원시스템개발. 차량자동제어시스템개발. (유압기연동)

면접시스템개발. 카메라제어. (Digital Camera / DSLR)

캠코더제어, 웹캠제어 SW 개발. 초고속카메라제어시스템개발.

아래한글보고서자동생성. CAD API 사용하는시스템개발.

영상 Processing SW 개발. 이미지 Processing SW 개발.

키오스크프로그램개발. (운영 SW 및 HW구성) 그외다수



진행한 프로젝트의 일부 화면을 발췌 하였습니다. 자세한 전체 포트폴리오 화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프로젝트 단위 별로, 일부는 종류 분류 별로 정리 되어 있으며, 기간이 오래 되거나 고객 요청에 의해 포트폴리오가
올라와 있지 않은 프로젝트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SW/HW– 내공변위 장비



기구물 설계 사진(거취 방식 옵션화)

SW/HW– 내공변위 장비

http://www.devzone.co.kr/argos.html



SW/HW– 내공변위 장비

분리형(컨트롤 박스형)



통합형(무선 제어기형)

SW/HW– 내공변위 장비



SW/HW– 내공변위 장비

제어기 화면



SW/HW– 내공변위 장비



내공 변위 분석 프로그램

SW/HW– 내공변위 장비



임의점 분석에 의한 원중심 틀어짐 산출

SW/HW– 내공변위 장비

대상 종류 선택 (Cad 수치 입력)



확대 및 정밀 치수 측정

SW/HW– 내공변위 장비

저장된 웹캠 영상 조회

타원/정원 Fitting for Noise

눈금자/눈금선/축조회등 기능



내공 변위 터널 측정 사진

SW/HW– 내공변위 장비



의학 SW – 알약 분광기 시스템

분광기 스펙트럼 분석 화면(단말 장치 화면)



의학 SW – 알약 분광기 시스템

알약 이미지 분석 및 저장

알약 글씨 인식 화면



분석 SW – 가스 안전 진단 SW

진단 프로그램 입력 화면 (단계별 입력 화면 변경 방식)

압력용기/파이프/저장탱
크에 따른 분기



분석 SW – 가스 안전 진단 SW

분석 기준 이론의 적용 (단계별 입력과 계산 제한 사항 체크, 결과 산출)



분석 SW – 가스 안전 진단 SW

계산 결과 화면

엑셀 Export

산출 결과



의학분야 SW – LG TB-IGRA ELISA

Well의 정보를 분석하여 결과 산출

차트별 전체화면
과 설정



표시 옵션에 따른 Format 색상 표시 변경

Well에 고객명 할당(또는 장비 들여오기)

색상 직접 선택

의학분야 SW – LG TB-IGRA ELISA



Well 분석 결과 엑셀 출력 화면

Well 분석 결과 레포트 출력 화면

의학분야 SW – LG TB-IGRA ELISA

레포트 배경 음영 기능(오류시)



특정 권한에 의한 최고 관리자 메뉴

의학분야 SW – LG TB-IGRA ELISA

각종 주요 수치 관리(분석 데이터 판단 기준)

사용자 계정 관리

기존 데이터 검색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로그인후 프로그램 첫 화면 (프로젝트 미오픈 상태)

검사지 선택
검사지는 관리자가 설정에 의해 추가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환경 설정

Well 모델 분석 설정 관리

PEAK Detect에 의한 자동 산정을 하는 SW로 기준치를 입력.



Well 장비 분석 결과 화면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결과 차트 전체화면 상세 조회 (검사별 구분점)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차트 설정

Legend + 조회 항목 선택

차트 Context 메뉴

Peak Detect 결과의 상세 표시

체크 박스로 원하는 Serise 선택



분석 결과 레포트 대상 및 종류 선택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개별 상세 인쇄



Well 장비 분석 결과 엑셀 내보내기

의학분야 SW – LG Multiplex Typer

목록 인쇄

고객이 원하는 양식을 가진 Excel로 Export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라즈베리 시작 화면

메인 장비 연결 화면

환경 설정 화면

Raspberry-Pi  7" Touchscreen Display

Screen Dimensions 194mm x 110mm x 20mm
Screen Resolution 800 x 480 pixels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사람 인식 결과 라즈베리 화면에 표시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카메라 5대가 동시에 연결된 화면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카메라 한대만 보기를 하여 분석 중인 화면 (검출된 사람 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거리로 환산하여 라즈베리 표시기에 전달)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카메라 영상 라즈베리와 실시간 통신

차량전원
(배터리 Direct)

중장비 배터리 직접연결 전원보드 개발

기구물 작업

보조배터리
(전원 Off상황)

외부 전원(아뎁터) 또는 차량 배터리 직접 연결로 4가지 DC 출력



SW/HW – 건설 가이던스 시스템

사용된 카메라 카메라가 장비에 부착된 모습(전면)

카메라가 장비에 부착된 모습(후면)

5.0 MP Color GigE PoE

Resolution 2592 x 1944
Frame Rate 13FPS
Pixel Size 2.2 µm
Megapixels 5.0 MP
Sensor Format 1/2.5"
Interface GigE PoE
Power Requirements 12V nominal (5 - 16 V) via GPIO

Field of View 110°

(볼트 체결과 자석을 사용한 두가지 모드)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통계 분포도의 그래프 작업 (수식에 의한 그래프 표시 및 실제 통계값에 의한 Drawing)

정규 분포도 그래프 로그 분포도 그래프

삼각 분포도 그래프

이산 분포도 그래프

통계에 의한 함수 개발과 함수를 표시하고 검증하는 그래프를 개발 (전체 직접 Drawing, 상용컴포넌트 미사용)



Monte-Carlo 시물레이션 및 표시

전체 대비 영역에 의한 시물레이션 표시

확률 대비 영역에 의한 시물레이션 표시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을 표시하기 위한 2가지 방안과 기능 개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로그인 차별화

로고 변경 및 디자인 선택 기능
일반 사용자 추가

각종 프로그램 설정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하얀 계열 디자인 파란 계열 디자인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엑셀에 의한 업로드

자주 변경되는 수치를 Excel과 UI로 관리하여 적용.

UI에 의한 직접 편집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피폭 정보에 의한 인과 확률 계산 진행 화면

진행 상황 및 남은 시간 표시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시간을 예측하여 표시하고 진행하면
서 상황에 따라 보정하여 시간 반영.



단일 암 계산 완료 후 그래프 출력

PC 차트 전체 화면

결과 그래프 전체화면 보기

표시 설정

실제 데이터 존재위치를 포인트로 표시

내부 단계별 수치 상세 조회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다중 암 계산 후 결과 그래프 화면

마우스에 의한 상세 값 조회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확률 계산 결과 레프트 조회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확률 계산 결과 Excel 내보내기

기존 결과 검색 및 프로젝트 불러오기

HTML형 도움말 제공

통계 SW – 방사선 인과 확률

로컬모드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불러오거나 서버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 불러오기 가능

요청된 양식으로 결과 Excel Export



이미지분석 – Chart Digitalizer

이미지를 X,Y 좌표화 하는 프로그램. (일반실수, Log, 자연로그등)



이미지분석 – Chart Digitalizer

이미지를 따라 포인트로 추출되어 X,Y 수치로 환산



이미지분석 – Chart Digitalizer

포인트 경계선과 포인트 추출 확대 화면 (정밀도 조절 가능)



예방진단 – 하수관거분석SW

촬영된 수백~수천장의 이미지를 정렬 Merge하고 분석하는 SW 개발.



예방진단 – 하수관거분석SW

이미지 자동 분석하여 문제점 위치 자동 표시 및 상세 조회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설치된 현장에 따른 OEM Software 분류 (OEM에 따라 화면,설정등이 분기됨)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발전소 베아링의 X,Y 진동량을 조회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Color Theme – White Background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Color Theme – Black Background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분석 차트 – TimeBase Spectrum



예방진단 – 발전소 진동관리 시스템

분석 차트 - Waterfall 



측정 Machine – 암거측정장치

영상 측정을 위한 미니 장비 개발. 모터 제어 측정 차량 개발 (카메라/조명/배터리등)



측정 Machine – 암거측정장치

영상 측정을 위한 미니 장비 개발. 모터 제어 측정 차량 개발 (카메라/조명/배터리등)



측정 Machine – 암거측정장치

측정 위치와 카메라 각도에 따른 자동 병합



측정 Machine – 암거측정장치

제어용 App (android)



그래픽 Software – Stitch Software

대용량 고화질 반도체 분할 촬영 이미지를 병합(Stitch) 하여 조회 및 측정 하는 Software



그래픽 Software – Stitch Software

나노 단위 거리 및 Size 측정. 



그래픽 Software – ITO Auto Pattern

삼성 핸드폰 터치 패턴 선택 후 자동 계산. 바로 생산 적용 가능한 CAD Export



그래픽 Software – ITO Auto Pattern

자동 Drawing을 위한 수치/조건 입력



그래픽 Software – ITO Auto Pattern

자동으로 CAD로 Exports

언어선택

디자인선택



생산장비 – 레이저 미세 용접

각종 HW Unit 제어를 통한 장비 구성

images_KSM/lase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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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Software – 레이저 용접기

Image Processing and Tracking (모터 모션제어) 하여 마이크로 단위 미세 용접 진행



Machine Software – 레이저 용접기

각 모듈별 테스트 및 설정 프로그램 개발



Machine Software – 레이저 용접기

Motion Setup and 구동 확인 Software



Machine Software – 레이저 용접기

Vision Setup and 구동 확인 Software



Machine Software – 레이저 용접기

DIO Setup and 구동 확인 Software



Chart Software – DER Chart

Fast / Big Data Chart                                                                         



Chart Software – DER Chart

사용자 설정에 의한 차트 생성



의학분야 Software – DNA Analysor



의학분야 Software – DNA Analysor

현미경 영상 분석을 통한 DNA 발현 위치 Detect                                     발현점 시각화



의학분야 Software – DNA Analysor

결과 Report 인쇄 및 Export                                                                         



그래픽 Software – 삼성순번대기표

고객용 종합 상황판



그래픽 Software – 삼성순번대기표

발급기



그래픽 Software – 삼성순번대기표

발급기 티켓 인쇄 (로컬/프린터/테스트 모드)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주파수 분석 시스템 화면 (2D/3D 그래프)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BAR로 보이기 Line으로 보이기 Point로 보이기

3D 데이터 옵션화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3D 구성

3D로 화면 구성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문제 예상 부분의 3D 위치 분석

확대된 모습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수만 개의 많은 데이터를 누적하여

Fast/누적 그래프 표시.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각 그래프 옵션을 통해 주파수만 보거나 Bar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각 채널 별 새 창 기능으로 크게 보는 것이 가능함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GPS 기반 모니터링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도면방식 메인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조감도방식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그래프 3D 표현



장비분석 Software – 변압기 분석

PDF 미리 보기 및 Excel 내보내기



장비분석 Software – 선박 엔진

대형 선박 엔진 마모 상황 분석 메인화면(애니메이션 동적 표현)

http://www.devzone.co.kr/Project/DevZone/Ftp/Contents__/102/images_BWM/specs.swf


장비분석 Software – 선박 엔진

각종 HW 상태 및 엔진 상태 확인



장비분석 Software – 태양광

모듈 단위 모니터링이 가능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교량 하부면 검사 장비

검사 차량 자동 이동 및 찰영 제어

HW Controller + SW 시스템



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검사장비 메인 SW (멀티모니터1) – 상세 포트폴리오 : www.devzone.co.kr/korea/portfolio/ex.html



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에서 실시간 검사 상태 모니터링)



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찰영 제어 Part (멀티모니터2)



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찰영 장비 위치 정보 (3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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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 Software – 검사 장비

고속 도로 (상부면) 초고속 찰영 장비 제어

초당 최대 30장 연속 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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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관리 시스템 Server

/Project/DevZone/Ftp/Contents__/57/Images_Express_Ubiros/m_exserver2.png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교량 3D 데이터 관리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교량 경간 위치 관리 (마우스 이용)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찰영 이미지 배치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균열 손상 이미지 Processing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두께 측정 Image Processing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Shape Auto Detecting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결과 미리보기 평가 관리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Deep Zoom – 고화질의 많은 이미지에 대한 확대 축소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PDF Export

3D Export



균열관리시스템 – 도로 교량

CAD Export



모의면접시스템 – 키오스크 방식

문제 제출 화면

면접 진행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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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면접시스템 – 키오스크 방식

면접 자 터치로 판서 작성 기능

로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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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관련 Software - 반도체 장비

초고속 카메라로 회전하며 Wafer의 모서리 찰영 후 Image Processing. 



HW 관련 Software - 반도체 장비

Center 기울기 계산. 일정 이상의 치우침 발생시 Fail. 해당 정보 다른 공정에 제공.



HW 관련 Software - 단말기

Embedded Software 개발. Hand 단말기 HW 개발 구성.



HW 관련 Software - 단말기

Embedded Software 개발. (CE 6.0)



HW 관련 Software - 단말기

Embedded Software 개발.



HW 제작 – HW Controller 개발

Hand장비 (충전시스템) GPS, 카메라,센서 제어등 Controller 회로 개발



HW 관련 Software – 반도체 장비

삼성 반도체 테스터 장비(후공정)



HW 관련 Software - 반도체 장비

물리적 접촉 후 출력 제어로 다양한 Function Test



HW 관련 Software - 반도체 장비

일반 LOT 방식과 Rail Robot 방식으로 Wafer Loading



HW 관련 Software – 차량 관련

차량 ECU 설정 및 상태 모니터링 (GAS/가솔린 겸용 자동차)



HW 관련 Software – 차량 관련

차량 ECU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저장후 Replay 기능.



HW 관련 Software – 차량 관련

연료 분사량 튜닝 기능. (자동/수동)



HW 관련 Software – 차량 관련

다양한 다국어 지원 SW 개발. (영어/중국어본토/광동어/일본/터키/스페인/독일/그리스어 등)



HW 관련 Software – 차량 관련

고객 엔지니어를 위한 디버깅 모드 개발. (고객사 USB 동글키 사용시)



HW 관련 Software – PCB 검사장비

PCB 검사 장비 Software 개발



HW 관련 Software – PCB 검사장비

결과 조회 화면
원래 설계된 대로 납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HW 관련 Software – PCB 검사장비

여러 가지 동시 차트 통계 기능 (새창/MDI 전화 기능)



HW 관련 Software – PCB 검사장비

Histogram Chart



HW 관련 Software – PCB 검사장비

3D 결과 조회 (회전 조회)



기구물제작 – 이동형 촬영 로봇

기구물 생산



위치기반 Software – Zigbee

지도 위치 기반 Software 개발. (장비 위치와 차량 위치 및 비상 발생 위치 조회)



위치기반 Software – Zigbee

지도 위치 기반 Software 개발. (장비 위치와 차량 위치 및 비상 발생 위치 조회)



위치기반 Software – Zigbee

GPS 기반 Sector 관리 기능



위치기반 Software – Zigbee

지도 기반 포인트 관리



위치기반 Software – VHF

VHF를 이용한 원격 검침과 지도 표시기능 (수자원데이타)



위치기반 Software – VHF

위성 지도 모습과 화면 구역 및 파이프 설정



위치기반 Software – Editor 방식

Snap to Grid, Tool Box 에서 대상 Drop, 확대 축소, 마우스 이동, 크기 변경, 연결도구 등으로 화면직접구성



위치기반 Software – Editor 방식

사용자가 직접 이동시킨 객체들의 내용으로 위치 기반 표현.



위치기반 Software – 지도 IMG

특정 GPS 좌표의 구글맵과 RoadView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Server Software 개발.



키오스크 Software – 순번 발행기

네트워크 기반 키오스크 SW 개발.



키오스크 Software – 순번 발행기

직원 모니터 Software



키오스크 Software – 순번 발행기

고객 대기실의 종합 상황 게시판



이미지 Software – 이미지 Viewer

특정 네트워크 이미지 그룹을 이미지 Viewer로 조회



이미지 Software – 이미지 Viewer

확대/축소/보정, 회전, 인쇄, 내보내기 등 기능 제공



네트워크 Software – 원격 모니터링

SPLASH

모니터링 메인 화면 [무제한 추가], 화면 크기에 의한 스크롤 방식



네트워크 Software – 원격 모니터링

실시간 또는 기록 데이터 그래프 모니터링.



네트워크 Software – 원격 모니터링

장비 펌웨어를 원격지에서 업그래이드 하는 기능 제공.
(HW 쪽은 부트로더 사용)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서버 장비 상태 그래프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서버 장비 상태 그래프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서버 설정 화면



네트워크 Software – 서버SW개발

데이터 베이스 사용 상황 디버깅 (데이터 전송상황 디버깅)



네트워크 Software – 데이터 관리

데이터 백업/Restore/정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Software – 데이터 관리

조건에 의한 데이터 백업



광고 Software – IE 기반 광고

IE 기반 툴바 BHO 광고 프로그램 개발 (검색엔진 Override)



광고 Software – IE 기반 광고

IE 기반 툴바 BHO 광고 프로그램 개발 (검색엔진 Override)



Launcher Software – 게임 Launcher

IE상에서 프로그램 설치/업그래이드 및 실행하는
Launcher 개발.



위젯 Software – 데스크탑 위젯



Wall Pad Software – 아파트

아파트 세대기 장비 Software 개발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Gateman 도어록을 이용한 호텔 관리 시스템 개발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Gateman 도어록을 이용한 호텔 관리 시스템 개발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목록 모드

그래픽 모드 (사용자가 UI 상에서 마우스로 설정 및 편집)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Gateman 도어록 설정 화면.
(HW 연동)

카드 발급 권한

체크인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카드 정보 확인

각 종류별 카드 발급



도어록 Software – 호텔 관리

체크 아웃, 비용 정산

매출 내역 조회

각 종 통계



음성처리 SW – CTI/ARS 개발

CTI / ARS Software 개발. 걸려온 전화와 입력 하는 번호로 DB의 내용을 안내하는 SW (서버형 SW)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Launcher 화면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Game Software – 두뇌개발 게임



Smart Phone Software – 비상 발신



Smart Phone Software – 비상 발신

[업무 알람]

알람 발생시 발송되는 SMS 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된 SMS는

그 다음날 출근 시간에 예약 발송됨.



Smart Phone Software – 업무 SW

각종 자료 입력 및 선택.



Smart Phone Software – 업무 SW

데이터 검색 위치 기록 사인, 사진 찰영등



Smart Phone Software – 업무 SW

Splash 메인메뉴 각 관리 화면



일반 Software – 메인 화면



일반 Software – 메인 화면



일반 Software – 메인 화면

변전소에접속하고있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일반 Software – 메인 화면



일반 Software – 메인 화면(Flash)

Flash 방식



일반 Software – Splash 화면



일반 Software – Splash 화면



일반 Software – Splash 화면

애니메이션 방식



일반 Software – Splash 화면



일반 Software – Login 화면



일반 Software – 환경 설정 화면



일반 Software – 기본 제공 위젯



일반 Software – 버전 관련

업그래이드 공지

Version History 화면 (기존 버전 내역 조회)



일반 Software – Help

HELP 화면 (각화면 F1)
- HTML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PDF 형 HELP
- Acrobat Reader 자동 설치
- 파일 업그래이드 (버전형 문서)



일반 Software – Help

고정형 RTF HELP 화면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각종 통계



일반 Software – 기본 분류 관리



일반 Software – 관리 화면



일반 Software – 관리 화면



일반 Software – 관리 화면



일반 Software – 기타

Tip Of Days 화면
About 화면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개발 보조툴
선택 화면.
총 200여개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DB 설명 입력기 및 Word Export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설치 형 DB Script 및 파일 생성기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회사 자체적인 개발 내용 공유를 위한 데브노트 운영.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3D 조회 및 코드
설정 툴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Software 버전 생성 툴 for Upgrade 및 Launcher

생성된 데이터로 Launcher 구동.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WMI 정보 툴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라이선스 관리 툴 (USB 동글 관리자 및 파일 암호화 툴 포함)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라이선스 관리 툴 (USB 동글 관리자 및 파일 암호화 툴 포함)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검색 엔진 기술을 활용
한 이미지 검색 프로그
램
(구매된 이미지 데이터
총 100만개)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영상 모션 Detector, Face Detection
Shape Detection 기능 모듈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다량 메일 발송기
및 업무 메일 발
송기



개발보조 Software – 데브존

Watermark 모듈 및 프
로그램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www.dev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