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업자 : 먹고 살만큼의 돈과 지분을 줘
   직원 : 스톡옵션은 필요 없다구
   동업자 + 직원 : 섞어줘
   인턴 : 일단 조금만 해볼래

근무여건

뛰어난 개발자는 귀합니다.

모집형태
및 지원전형

지원방법
및 양식

모집분야
및 필요기술

주위에는 서로 캐리만 하려는 팀원들. 정글을 돌며 고군분투하는 당신. 지치지 않나요? 
뛰어난 개발자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세르타에서 개발자를 모십니다. 저희가 정글을 돌고, 서폿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파밍하세요

회사소개

라세르타
www.lacerta.co.kr

인생은 주마등
코딩은 형광등
정글러들과 서폿들이 득실대는 팀
라세르타의 딜러가 되어주세요

판교역 도보 7분 거리. 주 5일 10시 - 7시
4대 보험.유급연차휴가.경조사비.식대지원

1. 우대사항 : MEAN 스택. Restful. Spring. 
    Angular.js 프레임워크. MySQL. php. Node.
    MongoDB. Python. (Googling. Stackoverflow)

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판교역 셔틀 자가용 운행
개인의사에 따른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아이맥, 직접제작한 1.1평규모의 책상
탁월한 타격감의 기계식 키보드
심지어 사무실 내의 위치선정까지

1. 필수 기재항목
   사용기술 및 언어. 우대사항. 경력.
   학력. 지원전형 및 모집 형태
   원하는 회사의 모습

2. 난해하고 흥미로운 문제들 항시대기.
    위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도
    객체지향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 

2. 지원방법
   이메일 recruit@lacerta.co.kr
   문의 010.4032.2773

3. 모집기간
   2016년 7월 1일 까지 메일을 보내주세요 ^-^

기존의 식상한 면접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미팅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펙만으로 지원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지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2015년 9월에 판교에서 출범한 스타트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권태를 해결하겠다.’라는 비전 아래 모인 일곱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정 준 대표 네, 라세르타 사명은 제 

아이디어 였습니다

보스턴 대학 중퇴 라세르타의 CEO.
커피심부름부터 대외영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공돌이이자 USCPA
를 취득한 회계조무사. 팀에서는 회사의 
재무를 담당합니다.

2박석민 사업개발

백동환 사업개발

화성에 감자를 심으려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3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연세대 출신
문화일류학과 외모로 팀의 
아이덴티티를 맡고 있습니다.

전태원 사업개발 제품...제품...제품
칼텍 출신
수학을 잘한다고 합니다. 팀에서는 
저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수홍 하드웨어
디자이너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디자인이 뭘까요? 애플에 
사과 심으러 갑니다

카이스트 석사
애니를 좋아하는 그는 매주 미팅 때 A4
용지 10장으로 팀원들을 놀래킵니다.

나혜민 가내수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출신.
팀에서는 방재실과 개드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가죽공예

최혜선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게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게

홍익대 출신.
어떤 개드립에도 잘 웃어주는 마음씨 
착한 디자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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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가지 아이템을 구상중이며 그중 하나는 6월 중으로 베타테스팅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미팅 중에 설명드립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JAVA / ANDROID

2. 티모 전형              연봉협의
    마스터이 전형 (개발경력 2년 이상)           연봉 최대 : 5,0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