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제 15 회 ASLI 국제학술대회에서 활동할 운영요원을
모집합니다.
ASLI 는 아시아 법학의 발전 및 법학자 간 토론과 교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3 년에
설립되었으며, 해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2018 년 제 15 회
ASLI 국제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약 320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학술대회에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행사 개요
1) 학술대회명: The 15th Asia Law Institute Conference
2) 개최 일시: 2018 년 5 월 10 일(목)~11 일(금)
3) 개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모집 개요
1) 모집인원: 운영요원 약 00 명
2) 업무분야: 대략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구체적인 학술대회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 사전등록 관리, 현장등록 접수, 등록물품 지급, 안내데스크 운영 등
행사 : 개-폐회식, 세션 관리, 기자재 지원, 참석자 동선 안내 및 지원 등
식사 : 식사 및 Coffee break 행사 지원 등
교통 : 참가자 버스 탑승 및 동행(아침-저녁)
3) 근무 일시:
2018 년 5 월 (일시 미정) 사전 교육 예정
2018 년 5 월 10 일(목) 07:30-17:30
2018 년 5 월 11 일(금) 07:30-17:30
* 근무시간은 교통사정 및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우대 사항: 영어회화 구사자 우대

3. 특전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2) 활동비 지원 : 8 만원/일
3) 점심식사 제공
4. 복장
서울대 공식 티셔츠(사전 교육 시 지급 예정)와 청바지
5. 지원 방법
다음 링크에 접속하여 서식 입력(4 월 10 일까지)

https://goo.gl/forms/Z2m9YIWuTWXwuyxE3
6. 기타 사항
1.

운영요원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4 월 중순경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2.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교육에 참여하셔야 급여 지급 및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사전교육시간도 봉사활동시간에 포함됩니다).

3.

봉사활동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연락 없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전이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는 ASLI 실무팀 담당자(02-880-2447, asli15volunteer@gmail.com)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