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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준 HyeongJun Byeon

FrontEnd 개발자
하나의 언어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JavaScript의 범용성을 사랑하고 JavaScript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TypeScript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특히 JAMStack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 ReactNative를 통한 앱개발, ServerLess 아키텍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개발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Blog https://qus.kr/developer/

Side Project Page https://qustart.com

GitHub https://github.com/qus1225

Email qus1225@gmail.com 

능력 Ability

디자인을 웹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맨틱 태그를 사용하여 SEO친화적인 웹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최신 CSS Layout과 CSS 모듈패턴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규모 웹 페이지를 개발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반응형,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웹 페이지를 만듭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ES6이상의 모던 JavaScript와 TypeScript. React, Next.js, Redux 등 잘 알려진 JS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규모가 크고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합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합니다.

백엔드와 더 효과적으로 협업 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백엔드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에서도 주도적으로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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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딩 경험이 있고, 리더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팔로우십을 발휘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습니다.
오랜 기간 프로그래밍과 무관한 영역에 있었던 만큼 문제를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다른 분야의 시각도 쉽게 공
감하고 이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면서도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물론 문제해결에 있어 적극적이어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자주 받아왔습니
다.

프로그래밍 기술 Programming Skill
이해가 깊음 Strong

JavaScript(ES6~), TypeScript, React, Next.js, Node.js(Express.js)

경험해 봄 Experienced 

Redux, ReactNative, Gatsby, Next.js, GraphQL, MongoDB, Docker, Vue.js, Netlify, AWS, 
Azure, C#(.NET Core), Ruby(Ruby on Rails), Java/Spring, MySQL, MSSQL, Ubuntu Server, 
PostgreSQL, SQLIte,  FireBase,  Heroku, Jenkins

경력 Work Experience
2020.5 ~ 현재 (주)셀러노트 - 프론트엔드 팀 리더

기존 서비스를 Next.js와 TypeScript로 ReWriting 

기존에 React, JavaScript로 구축되있던 서비스(https://ship-da.com) 를 Next.js, TypeScript
로 ReWriting하여 SSR을 통한 SEO개선, 유지보수성을 높임.

해외 사이트 개발(i18n 지원) 및 monorepo 도입

별도 도메인으로 해외사이트(https://www.bringoodz.com)를 개발하며  한국 사이트와의 공통 모
듈을 함께 사용하면서 동시에 별도의 코드 및 배포환경을 구축하기위해 monorepo도입.

vercel기반의 monorepo CI/CD 구축

이전 경력 Previous Experiences

2017.10 ~ 2019.12 (주)에이팀벤처스 - 온라인 제조 플랫폼 서비스 '크리에이터블' 및 기타 'IOT 프로젝
트'의 백엔드(Node.js, C# .NET Core, Ruby on Rails, Docker, MongoDB, AWS, Azure ), 프론트엔
드(TypeScript, React, Vue.js) 개발

2017.6 ~ 2017.8  (주)아이오 - IOT 스마트홈서비스 '스위처'의 백엔드(Node.js, MySQL, 프론트엔드
AngularJS 개발

2016.5 ~ 2017.3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민주주적 커뮤니티 서비스 '빠띠'와 기타 '민주주의 캠페인들'의 
백엔드(Ruby on Rails, MySQL, 프론트엔드(jQuery) 개발

2015.12 ~ 2016.4 웹에이전시 UFO팩토리 - 다수 SI 개발의 백엔드(Java/Spring, MySQL, AWS, 프
론트엔드(jQuery) 개발

개인 프로젝트 Side Project

https://ship-da.com/
https://www.bringood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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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 소개 사이트 -  https://qustart.com/

타임셰프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모바일앱 IOS, Android).

ReactNative, SQLite, TypeScript 등 사용.

소개페이지 - https://qustart.com/timechef/ 

블로그 - https://qus.kr/

Gatsby, TypeScript, GrpahQL 사용. vercel를 이용한 호스팅 & CI/CD구축.

별도 Gatsby Theme을 사용하지 않고 만듦.

학력 Education
2015.62015.12 국비지원 JAVA프로그래밍 교육 수료

2010.32016.2 숭실대학교 행정학부(복수전공: 철학) 학사 졸업

https://qustart.com/
https://qustart.com/timechef/
https://q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