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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U 의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 
UndocuSpartan 학생 지원 센터 

 
 

CSU 재학생, 최근 졸업생,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직접 이민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주립대학교(San Jose State University)는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Immigrant Legal Defense(ILD)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립니다. 
 

ILD 는 대부분의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법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민 구제 자격 심사 

• 구금 및 비구금 추방(법원) 방어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DACA) 

•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ive Status, TPS) 또는 강제 출국 

연기(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 

• 청소년 특별 이민 제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 가족 초청 

• U 비자 및 T 비자 

• VAWA 청원 

• 난민/망명 

• 합법적 영주권 신청 

• 시민권 
 

SJSU 재학생, 최근 졸업생,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약 접수 양식에서 번역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UndocuSpartan 웹사이트(sjsu.edu/undocuspartan/)에서 대면 상담 예약 양식을 작성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Undocuspartan 학생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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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SJSU 에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SJSU 재학생, 최근 졸업생, 교직원, 직원, 이들의 직계가족입니다(직계가족은 양친, 형제, 배우자, 자녀 

및/또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합니다).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상담을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은 웹사이트(sjsu.edu/undocuspartan/)의 도움말 > 법률 서비스 탭에서 Immigrant Legal Defense(ILD) 

소속 변호사 면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예정일 이외에도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청인은 가입 양식의 의견란에 변호사가 알아야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undocuspartan@sjsu.edu)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전화 또는 Zoom(화상회의)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족의 상담 예약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예: 양친/보호자,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재학생, 최근 졸업생, 직원, 교직원은 가족을 대신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을 때는 ILD 가 

상담 시간에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이 되는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민 관련 사건의 상담/법무 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JSU 재학생, 최근 졸업생, 직원, 교직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은 상담, 예약, 법무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민 수수료뿐입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ILD 는 고객이 희망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해당 언어를 지원하는 

전문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접수 양식의 의견란에 상담 시 희망 언어와 

상담에서 필요한 추가 편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 구제 자격 심사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은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 시민권, 그 외 이민 구제 취득이 가능한 자격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은 안건 진행 차 취해야 할 다음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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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졸업생입니다. CSU 법률 서비스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졸업 후 2 년 미만인 동문은 ILD 의 CSU 이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를 이미 만났어도 SJSU 의 이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각 개인에게는 희망 시 2 차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SJSU 재학생에게 DACA 신청 수수료 495 달러를 지원하는 기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SJSU 등록 재학생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JSU 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해당 

기금 신청 자격이 없지만, ILD 에 SJSU 캠퍼스 외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SJSU 의 DACA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세요(SJSU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DACA 수수료 지원 신청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Mu1afH4bw36pQDHd8 
 

ILD 상담 예약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오. USRC 를 통해 ILD 에, 혹은 ILD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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