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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 년 3 월 26 일

수 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신: 법무법인(유) 율촌
제 목: 율촌 지역인재채용제도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법인(유) 율촌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우선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제도”를
실시합니다. 첨부 공문을 검토하셔서, 귀 원의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율촌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교육지원팀 김현희 사원(Tel. 02) 528-5925, Email.
PDSHiring@yulchon.com)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지역인재채용제도 안내

법무법인(유) 율촌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채용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의 13개 법학전문대학원(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미래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소양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율촌의 신입 변호사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서 마감 기일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로스쿨 3학년 학생
(2019. 2. 졸업 예정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기 성적 평점이 상위 20% 이내인 자
또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어학, 직장 경력, 전문 자격 등을 보유하여
이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대 사항: 외국어 특기자 우대
ex)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등



전형 방법: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및 구술면접 실시



지원 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 인재채용 > 전문가 채용 안내 >

신입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 지역인재채용 지원 바로 가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후 작성
※ 성적증명서, 어학증명서, 추천서 등 원본 서류들은 그림파일(.jpg) 또는 어도비
아크로뱃 파일(.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작성 안내: 학교_학년_성명_제출파일명(공백 제외)
※ 제출하는 파일의 총 크기가 10MB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접수기간: 2018. 3. 28. (수) 오전 9시 ~ 4. 11. (수) 오전 9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4월 중순 개별 통보 예정



문의처: 담당자 김현희 사원 (Tel: 02)528-5925 / E-mail: PDSHiring@yulchon.com)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