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천 2021년 23기 프로보노 어시스턴트[PA:ProBono Assistant] 모집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NPO 법률지원]

0] 활동분야 및 활동내용
- 활동분야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복지, NPO법률지원, 
로펌 사회공헌 (지원서 제출 시 위 활동 분야 중 관심분야를 체크해 주세요._중복 가능)

- 활동내용
위 각 분야의 입법 리서치, 연구조사, 언론/판례/입법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기
획 및 개발 참여, 각종 심포지엄, 포럼, 토론회, 세미나 지원 및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장학사업, 봉사활동, 공익포럼, 공익인권영화 등), 홍보, 재단사무 지원

  

   

1] 모집인원: 총 5명

2] 활동기간 및 시간
  - 기간: 2021년 3월 2일(화) ~ 2021년 7월 30일(금) (5개월) 
  - 시간: 주 2일 10시~18시(7시간)_활동요일은 협의 후 결정

3] 자격요건
   - 공익법률지원, 로펌의 사회공헌, NPO법률지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 협의된 시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재단법인 동천이 2021년 상반기 5개월 동안 함께 활동 할 프로보노 어시스턴트 (PA: 
ProBono Assistant)들을 찾습니다. 

동천의 프로보노 어시스턴트(PA:ProBono Assistant)는 동천이 수행하는 공익법률지원, 사회
공헌 그리고 NPO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조력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가
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동천의 PA 활동을 통해 공익법률지원과 로펌의 사회공헌, NPO법률지
원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공익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익활동에 관
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 선발 일정
   - 접수기간: 2021년 1월 19일(화) ~ 2월 7일(일) 자정까지
   - 면    접: 2021년 2월 15일(월) 이후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최종결과발표: 면접 이후 
   - 활동 시작일: 2021년 3월 2일(화)

5] 혜택
   - 식대가 포함된 소정의 활동비 지원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활동비)
   - 공익법 분야 교육/세미나 및 각종 포럼, 심포지엄 참석 기회 제공
   - 고용, 산재보험 가입
   - 활동 종료 시 확인증 발급

6] 지원 방법: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참조)
   - 이메일 접수 (dcfbkl@gmail.com)
   -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화(02-3404-739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옹호,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 및 
법률문화 발전을 목표로 공익소송, 법제도개선, 법률구조, 법률교육,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등의 다양한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천은 공익단체(활동가) 
지원, 예비공익변호사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활동을 펼쳐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영역 등의 
공익법률지원 활동,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익법률지원시스템 개선에   
앞장섬과 동시에, 태평양공익인권상, 나눔음악회, 자선바자회, 장학사업, 공모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년 12 월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하여 그 동안 동천이 쌓아 온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