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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소견 및 공약사항
안녕하십니까? 22대 ALSA Korea 대표에 출마한 ALSA 22.5기 고려대지부 정주호입니다.

ALSA Korea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2학기 동안, ALSA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다
양한 행사 및 모임에서 다른 회원 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MCC 대회의 준비팀으로서 22대 임원진 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ALSA에 대한 책
임감과 사랑으로 늘 ALSA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경험을 통
해, 제가 ALSA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ALSA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이를 이루기 위한 공약을 준비
했습니다.

하나, 대면 행사의 활성화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모임의 제약이 생기면서 ALSA의 다양한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기도 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적 제약으로 임원진 분
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원 분들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코로나 이전의 활발
했던 대면 행사들을 다시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ALSA의 활발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둘, 국제 행사의 활성화
ALSA가 아시아법학생연합단체인 만큼,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다양한 국제연합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랬기에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ALSA 활동을 시작하신 회원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
로나의 영향으로 국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고 열리더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뿐
아니라 ALSA 회원 분들의 아쉬움이 크셨을 것입니다. 지난 22대 대표님께서 국제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ALSA가 AIMCC 대회의 주최를 맡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이었던 것처럼, 저 또한 국제 행사
의 재활성화를 위해 이곳 저곳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AIMCC 준비팀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ALSA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 ALSA의 대외 영향력
ALSA Korea의 구성원이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LSA의 대부분의 행
사에서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과를 내야 ALSA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ALSA의 대외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ALSA 활동이 회원 분들에게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약에서 국제 행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던 점과 더불어, ALSA Korea 의 영
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키면서 ALSA의 위상을 높이고, ALSA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더욱
더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라는 직책을 통해, 코로나에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ALSA를 재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가 된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공약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
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모든 ALSA Korea 회원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대표에 출마합니다.

본인은 ALSA International Constitution과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회칙 및 아시아법학생연합 한
국연합 임원진 선거세칙을 준수하고, 선거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상과 같
은 정보로 아시아법학생연합 ALSA Korea National Board 후보자로 등록함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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