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도자료

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을

2018. 04. 04.(수)

제공할 예정이다.

< 자료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EL. 02-888-2031, 752-2037 / E-mail. lawschool@leet.or.kr
※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자료집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ALL ABOUT LAW SCHOOL (로스쿨 인사이드)
- 법학적성시험 개요

- 4월 5일(목)부터 전국 9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 -

-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 법학적성시험 고득점 수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는 4월 5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일(목)부터 5월 3일(목)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

(장학금, 특별전형,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
-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노하우

○ 2016년부터 시작한「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매년 1,000명 이
상의 수험생들이 참석할 만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내
○ 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교육과정,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진로 등)을

용을 비롯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롯하여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 질의
□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및 법학전

응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일 정

장 소

서울

4월 5일(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B2층)

충남

4월 10일(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1층)

경북

4월 12일(목)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4호)

서울

4월 17일(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2층)

인천

4월 19일(목)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강당(B1층)

전남

4월 24일(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

부산

4월 26일(목)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1층)

서울

5월 2일(수)

연세대학교 광복관 105호(B1층)

제주

5월 3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시 간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관련 주요일정 안내
일자

내용

2018. 5. 29.(화) ~ 6. 7.(목)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 접수

~

2018. 6. 28.(목)

수험표 교부

16:00

2018. 7. 15.(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

2018. 8. 23.(목)

성적 발표

2018. 8. 29.(수) ~ 8. 30.(목)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장소 :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2018. 10. 1.(월) ∼ 10. 5.(금)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14:00

[붙임자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