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010-4178-1136 이메일 ohwonjong94@gmail.com 

오원종 Owen 

Junior Frontend Web Developer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지금까지 Vue.js와 TypeScript로 SPA 개발을 해 왔으며, Node.js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고려대학교 2013.3~2020.2 

학사 신소재공학부(주전공), 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EXPERIENCE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19.12~2020.3 

Scraping Developer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팀에서 Scraping Developer 로 근무했으며, 계좌 및 카드 등록 CA(Crazy Activation) 신규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CA Core 리팩토링 및 테스트 코드 개발, 스크래핑 기능 및 스케줄러 자동화 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JavaScript(ES6), TypeScript, Node.js, Puppeteer, RxJS, Jest, Docker, AWS S3 
 

아우름플래닛(라이너) 2019.9~2019.11 

Web Frontend Developer  
웹 하이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라이너 팀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 인턴을 하였습니다. HTML, CSS, JavaScript(ES6)로 라이너 웹 PDF 

하이라이팅 뷰어 서비스와 라이너 웹 사이트 대시보드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습니다. 

HTML, CSS, JavaScript(ES6), jQuery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0기 2019.5~2019.11 

Web Frontend & Blockchain Developer 

SW 마에스트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과정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분산 ID 기술을 사용하여 티켓 판매 벤더를 

위한 SDK 그리고 관객을 위한 모바일 App 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체인코드(스마트 컨트랙트)와 웹 프론트엔드를 맡아서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Hyperledger Fabric, Hyperledger Indy, Golang, Node.js, Vue.js 

 

PROJECT & AWARDS 

Backpackers 개인 프로젝트 2020.4 ~ present 
전세계 여행지 추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혼자서 진행하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웹 풀스택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Vue.js, vuex, TypeScript, Sass/Scss, Node.js, MongoDB, mongoose, axios, AWS EC2, Docker 

 

한중 오픈소스 해커톤 3등상 CCID, TTIP 주관 2019.8 

오픈소스 해커톤 OpenHack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2등)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주관 2019.6 
백준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유저들의 문제 푼 정보를 크롤링하여, 버블 맵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 지도(Algoreader)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한중 연합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기존의 Algoreader를 더 시각적으로 꾸미고, 머신러닝 기반 

문제 추천 기능을 추가하여 Algoreader v2.0을 완성하였으며 저는 두 대회에서 팀장과 웹 프론트엔드 개발 및 PM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Vue.js, vuex, axios, CSS, anime.js, mo.js 
 

KEY SKILLS 
프로그래밍 언어 Java, JavaScript(ES6+), TypeScript 

웹 프론트엔드 HTML5, CSS3, Sass/Scss, Vue.js, React.js 

백엔드 Node.js, Express, MongoDB, SQL 

버전관리 Github, Bitbucket 

인프라 Docker, AWS(EC2, S3) 

https://devowen.com/
https://www.linkedin.com/in/wonjongoh
https://github.com/dev-owen
https://github.com/openbeak/algoreader-front
https://github.com/openbeak/openbeak-front
https://yolo2429.tistory.com/205
https://www.youtube.com/watch?v=PuuMhiG5rCc
https://github.com/somaswing
https://www.slideshare.net/WonJongOh1/safeticket-final-presentation?qid=543ae4c5-8a54-42ad-a55e-6133d2b00f5d&v=&b=&from_search=1
https://www.slideshare.net/WonJongOh1/algoreader-v20?qid=ae2effda-6e4b-421e-ad82-cef54f79402d&v=&b=&from_search=1
https://github.com/dev-owen/backpackers_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