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가이드는 서류미비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DACA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미래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정보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가이드는 서류미비 학생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지만, 이민

사회에 몸담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한 모두가 이 가이드를 잘 활용할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 일러둘 것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는 (K-12)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그의 가족의신분여부에 관해

문의 및 조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과 가족은 그들이 괜찮다면,신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선택지
모든 선택지의 종착역이 대학은 아니다. 이 가이드에는 고등학교 이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에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 외에 다른 길들 또한 설명될 것이다.

더 읽어보기 (영어 원서 링크 이동)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서류 미비 학생으로서 미주 대학에 지원할 때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모아 정리 하였다.

더 읽어보기 (영어 원서 링크 이동)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기관들
서류 미비 학생은 그들의 학교 캠퍼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가이드를 통해캠퍼스 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더 읽어보기 (영어 원서 링크 이동)

이 자리를 빌어 이 가이드에 많은 도움을 준 밑의 기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선택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할 수 있는 선택들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11학년)이 되면 졸업 이후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권장한다. 서류 미비

학생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것에 대해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그 과정이 결코 혼자 겪는 일은 아니다. 매년 십만명이 넘는이민 학생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 모두 미래에 대한 같은 질문을 껴안고 지내는 시간을 거친다.밑에

기재된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졸업후 선택지들과 그 길들을 도와줄정보 및

기관들이다.

1.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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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상황에서 취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Working and Earning an Income

While Undocumented (영어 원서 링크 이동). 이 글에서는 창업에 관한 설명과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DACA를 보유한 서류 미비 학생 같은 경우, 일부 공무지을 제외한 미국에 있는 모든 일자리에취업할 수 있다.

단, 승인된 취업 허가증 (EAD)은 꼭 필요한 필수 서류이다. 지원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및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노동자 인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영어 원서 링크 참조). 다만, DACA 와 취업 허가증을 연장하고,

승인된 상태로 유지 하는 것은 서류미비 이민자 본인의 책임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DACA의

유지방법을 설명하는 이 가이드 (How to Renew Your DACA in 2021//영어원서 링크 이동)를 참고 하기를

바란다. 또한, 취업허가증이 없다고 해서 창업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에 재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

2. 직업 및 특성화 학교에 등록하기
직업학교와 특성화 학교는 전문화된 직업에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과다르다.

시공, 간호, HVAC, 제조 등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몇몇의 특성화 학교는 고등학교의후반 2년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직업 및 특성화 학교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Online College Plan (영어 원서 링크 이동)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기회 중 하나는 미주 정부에서 운영 Job Corps 이다.안타깝게도 모든 서류

미비 청년들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DACA 보유자들은 가능하다. Job Corps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Job Corps//영어 원서 링크 이동).

3. 2년 또는 4년제 대학에 등록하기
많은 신분미비 학생들에게는 지난 수년간의 본인의 노력과 성과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는것

자체가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다음 섹션에서는신분 미비 학생으로서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 (원서링크 이동)들을 정리해 놓았다. 미래의 대학생으로서 어떤 것을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주나 학교들이 시분 미비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관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그 외에도 신분 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할 것이다.이 글은 신분 미비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민가정이나 가족 중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분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DACA가 만들어지기훨씬 전부터

많은 신분미비 학생들이 미주 대학 입학을 하였고 무사히 졸업 또한 하였다. 현대 정책의 도움없이도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2021년으로서는, 신분미비 학생과 DACA 보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많은

주들이 실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주 거주자로서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또 무사히 학위를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신분 미비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 (원서링크 이동)을클릭하여 이

주제에 대해 더 읽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할까 결정 할 때에, 다양한 도움들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도움”은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 소그룹 리더들, 비영리 단체들,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아주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직업 학교,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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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대학과 특성화 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보들

(원서링크이동)를참고하기 바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면 어떡하나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검정고시 (시험들, 택1: High School Equivalency Test; HiSET

혹은 Test Assessing Secondary Completion; TASC 혹은 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를 통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시험들은 미주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고등학교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검정고시 시험응시가 당신이 취해야할 다음 단계이다.

신분미비라는 상태 자체가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장(혹은그에

맞는 검정고시 합격증)이 있다는 사실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 몇몇의 주는 그 주의 살고있다는 거주 사실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그 외에도

연령제한 (16세 이상)이나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여러 필수요건들이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험들은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진학 사실이

아예 없거나 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나, 혹은 다른 국가의 고등학교 재학사실이있는 사람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본인의 주에서 개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인증된 온라인 학교들을위한 커뮤니티

(원서링크 이동)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검정고시 응시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취업전선에 뛰어들 다른 선택지들이 남아있다.신분미비로일하고

월급받기 (원서링크 이동)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다른 교육관련 선택지들
대학이나 직업/특성화 학교 이외에도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기회들이 가득

있다. 이 선택지들 또한, 당신의 경력과 학력을 쌓고 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 및 코딩 캠프
테크놀로지 및 코딩 캠츠에서는 테크 관련 업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업무를 강도높고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캠프의 경우 14주 정도의 훈련으로 취업을 할 수있을만한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코스 레포트, 2020 코딩 캠프: 캠프 종합가이드 by Course Report

플래티온 학교,코딩 캠프 등록금 마련하기: 대출, 융자, 장학금

아틀란타, 조지아에있는 자유 대학 (Freedom University)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자유대학 (Freedom University)은20세기 중반-후반부에미주에서 흑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위하여 세워진 “자유 대학”의 전통을 오마주하여 세워졌다.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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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University는 신분미비 학생들에게 무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그들의 교육인권을 위해 힘써

일한다.

자유대학에 대하여(원서 링크 이동)

Dream Summer Fellowship (꿈 여름 펠로우십)
Dream Summer Fellowship (꿈 여름 펠로우십)은 n1년에 한번 UCLA Labor Center’s Dream Resource

Center의 주최로 운영되는 국립 펠로우십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 사회의 청년들을 다음세대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의 정의를위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리더쉽, 비즈니스 매너, 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배우고 그리고 실제 단체들에서 일하는실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교육 관련지원 요건은 없다.

Dream Summer Fellowship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 (원서 링크 이동)

온라인 수업을 위한 지원과 코로나 사태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방법
코로나 사태에 들어서면서 교육과정이 일시적이더라도 많이 바뀌었다. 몇몇의 학생들이 아직 대면수업을

하고, 기숙사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학생들의 집이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많은이들이 일을

하거나 가족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다른 책임과 학생으로서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며 많은 일들을동시에

해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다. 당신은 이 코로나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온라인 수업

● 코로나 사태를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 (원서링크 이동)출처: Informed Immigrant

● 온라인 대학에 적응하기: 신입생을 위한 10가지 팁 (원서 링크 이동) 출처:The

Best Schools

●온라인 수업을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5가지 (원서 링크 이동) 출처: Florida Virtual Schools

●온라인 학교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8가지 팁 (원서링크 이동)출처: Connections

Academy

코로나 사태의 대학입시:

●코로나 시대의 대학입시: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것 출처: Wall Street Journal

● A코로나 사태에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해주는 조언들 출처: the New York Times

정신건강: 학생으로서의 스트레스 및 다른 정신건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신분미비 학생으로서 당신과 당신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분미비 학생들이 맞닥치는

어려움들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 가이드를 참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가이드는 현직/전직신분미비

출신 정신질환 전문가가 기재한 내용이며, 당신, 혹은 당신의 친한 친구 내지는 믿을 만한어른들이

https://freedom-university.org/about
https://www.labor.ucla.edu/what-we-do/dream-resource-center/dream-summer/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coronavirus/
https://thebestschools.org/magazine/online-college-orientation/
https://www.flvs.net/5-things-you-need-to-get-ready-for-virtual-school
https://www.connectionsacademy.com/support/resources/article/8-top-tips-for-student-success-in-online-school
https://www.wsj.com/articles/applying-to-college-during-covid-what-parents-and-students-should-know-11602885169
https://www.nytimes.com/2020/10/14/education/learning/college-application-pandemic.html


정신질환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가이드는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원서링크 이동)

도움이 될만한 자원들:
● 정신건강: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 (원서 링크 이동)출처:

Informed Immigrant

● 신분미비 학생의 흔한 정신질환들을 이겨내는 방법: 트라우마와 불안장애 이겨내기 (원서링크

이동)

● UndocuBlack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원서링크 이동)

● UndocuHealth 프로그램 (원서링크 이동) 출처:United We Dream

● Immigrants Rising의 정신건강 센터 (원서링크 이동)

● Latinx Therapy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원들 (원서링크 이동)

● 공동체를 위한 정신건강 센터 자원들 (희망센터) (원서링크 이동)

● 코로나 불안증세를 이기는 10가지 팁(원서링크 이동)출처:the Anxiety and Depression

Association of America

도움이 될만한 자원들:

Immigrants Rising #UndocuHustle (원서링크 이동)-스타트업 비즈니스를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 계약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취업 방식을 위한 본인의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동 허가증 (work permit)이 요구되지 않는 기회들도 포함하고 있다.

DACA를 넘어선 세대의 수입 창출

Immigration Rising에서는신분에관계없이수입창출을하는다양한방법을가르치는배움터를세우는

데에집중하고있다. Undocystle.org의배움터가당신의창업이나프리랜서데뷔의기회들을알아보는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daca-mental-health-provider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mental-health-taking-care-of-yourself-loved-one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mental-health-taking-care-of-yourself-loved-one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how-to-support-undocumented-students-mental-health/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how-to-support-undocumented-students-mental-health/
https://undocublack.org/mentalwellnessinitiative
https://unitedwedream.org/undocuhealth-wellness/
https://immigrantsrising.org/start-here/mental-health/
https://latinxtherapy.com/resources/
https://hopecenterforwellness.com/for-community-members/
https://adaa.org/learn-from-us/from-the-experts/blog-posts/consumer/top-ten-covid-19-anxiety-reduction-strategies
http://undocuhustle.org/


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당신만의#undocuhustle을시작해보라.

UNDOCUHUSTLE

세금 및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 Immigrants Rising출처 ITIN 정보 가이드 (원서 링크 이동)

● ITIN 101: ITIN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어떻게 물어봐야 할 지 조차 모르겠던그 궁금증들

(원서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세금 및 인납세자 식별변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원서링크 이동) 출처: 국립 이민법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창업, 청부계약자, 그리고 프리랜서
● 비시민권자들을 위한 창업 가이드 (원서 링크 이동) 출처: 뉴욕주 청년 리더십회 (New York State

Youth Leadership Council)

● 창업에 대한 기본 정보 (원서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 창업에 대한 기본 정보 (스페인어 원서 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 청부계약자 및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5가지 팁 (원서 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 창업 시작하기, 금융자본 준비하기 (온라인 워크샵) (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노동자 협동 조합
● 노동자 협동 조합 과 LLC (온라인 워크샵) (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 신분미비 학생들을 위한 수입창출과 취업의 다른 대체 방안 정리본 (구글 드라이브 폴더;링크

이동)

신용, 금융 자본, 은행업무
● 신용과 금융 자본에 관한 가이드 (원서 링크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 신분미비 이민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 (원서 링크 이동) 출처:  Nerd Wallet

●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기자!-이민자&은행업무 (원서 링크 이동) 출처: New Economy Project

● 신분미비 이민자들이 신용 카드를 개설할 수 있을까? (원서 링크 이동) 출처: Nerd Wallet

●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 활동 팁 7가지 (원서 링크 이동) 출처: Take Charge America

● 신분미비 이민자가 신용을 쌓을 수 있나? (원서 링크 이동) 출처: Self (스포주의:당연히

가능하다!)

● 7 대출 받을 때에 위험 사인 7가지: 도망가야 할 때 (원서 링크 이동) 출처: Student Loan Hero

●대출 (Predatory Lending) 이란? (원서 링크 이동) 출처: Debt.org

무직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및 펠로우십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지원, 그리고 신분미비 무직 학생 기반 지원금에 관련한 가이드 (원서 링크

이동)출처: 대통령의 교육 및 이민 기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 대학 및 대학원의 지원 기회들 (원서 링크 이동) 출처: 대통령의 교육 및 이민 기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 펠로우십 프로그램 만들기: 교육기관들을 위한 가이드 (원서 링크 이동) 출처: Immigrants Rising

http://undocuhustle.org/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ndividual-tax-identification-number-guide/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tin-101-everything-you-want-to-know-about-itins-but-dont-know-what-to-ask-webina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tin-101-everything-you-want-to-know-about-itins-but-dont-know-what-to-ask-webinar/
https://www.nilc.org/issues/taxes/itinfaq/
https://www.nilc.org/issues/taxes/itinfaq/
https://www.nysylc.org/getpaid
https://www.nysylc.org/getpaid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basic-facts-about-entrepreneruship/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basic-facts-about-entrepreneurship-spanish/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5-tips-to-get-started-as-an-independent-contractor-freelance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accessing-financial-capital-webina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worker-cooperatives-llcs-webinar/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rmtgH6NbdErCwumbFqcSlU1iIKPC0n8m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rmtgH6NbdErCwumbFqcSlU1iIKPC0n8m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credit-and-financial-capital-guide/
https://www.nerdwallet.com/article/banking/undocumented-immigrants-bank-accounts
https://www.neweconomynyc.org/resource/immigrants-banking-rights-brochure/
https://www.nerdwallet.com/article/credit-cards/undocumented-immigrants-apply-for-credit-cards
https://www.takechargeamerica.org/7-essential-financial-skills-for-young-adults/
https://www.self.inc/blog/can-undocumented-immigrants-build-credit
https://studentloanhero.com/featured/predatory-lending-warning-signs
https://www.debt.org/credit/predatory-lending/
https://2wslav2505mz1d7rci3uuem8-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0/07/July-2020-Higher-Ed-Guide-to-Tuition-Financial-Aid-Other-Funding-for-Undocumented-Students.pdf
https://2wslav2505mz1d7rci3uuem8-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0/07/July-2020-Higher-Ed-Guide-to-Tuition-Financial-Aid-Other-Funding-for-Undocumented-Students.pdf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higher-education-guide-to-funding-opportunities-for-undocumented-students/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higher-education-guide-to-funding-opportunities-for-undocumented-student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creating-fellowship-programs-for-educational-institutions/


서류미비 학생의 대학 지원을 도와주는 자원:

고등 교육을 위한 자원

서류가 미비된 채로 대학을 알아보고, 대학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특히학교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알고 있지 못하면 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450,000명 이상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당신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고등 교육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해낸 일이니,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당신과 같이 서류가

미비된 사람들과 미비되었었던 사람들이 서류미비 학생의 대학 지원을 도와주는 자원을 만들고있습니다.

주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교 직원들이 이민 신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대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접하게 되는 많은 용어, 절차, 프로그램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대학교를 찾아볼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용어(*서류미비 학생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용어도 포함)는 아래와같습니다.

공용 원서, 공용 흑인 대학 원서

공용 원서(The common application)는 미국 내 800개 이상의 대학이 신규입학생 및 편입생에게 요구하는

신청서입니다. 많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흑인대학(HBCUs)이 이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공용원서는 학생들이 지원에 필요한 많은 요소(추천서, 학교 양식, 그 외 부분)들을 잘 채울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용 흑인 대학 원서는 흑인 대학(HBCU)에 속한 학교라면 한 번만 입학 신청비를내도록

합니다.

재정적인 도움

학비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 대부분은 학비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주 정부,

대학교, 민간 기관에서 자금이 마련됩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주에 따라 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서류 미비

학생으로 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University Leaders for Educational Access and Diversity

(uLEAD) Network(원문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한 대학(특히사립 학교)에서 재정적인

https://uleadnet.org/
https://uleadnet.org/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College Scholarship

Service (CSS) Profile(원문참고)과 같은 재정 지원 요청 양식 또는 서류미비학생이 연방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연방정부 학생 지원 자유 양식(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FAFSA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더 읽어보세요.) 텍사스, 캘리포니아와같은 특정

주에서는 서류 미비 학생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고, 이 경우에는자체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장학금을 포함한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대학이나 정부 차원이 아니며,소득이나

재능과 관련된 특정 기준이 요구됩니다.

영리 대학

민간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영리 대학은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대학을졸업하지 못한

학생과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성이 짙고, 극단적인 저가 마케팅 때문에 비판을받습니다.

또한 모든 영리 대학이 공인된 것은 아니므로, 고등 교육 기관으로 요구 되는 최소한의 교육의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영리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조사해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학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uide to For-Profit Colleges: What You

Need to Know(원문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무료 지원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자격을 갖춘 학생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학자금 무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은 DACA를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연방

학자금에 자격이 안되더라도 DACA 소유자는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대학은 연방 학자금 자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어느 정도의자금을

지원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 양식을 제출 요청하기도 합니다. 몇 몇 기관에게는 FAFSA가가구 소득

기준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학교 내 재정 지원 사무실에가서

DACA소유자가 FAFSA를 작성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은 FAFSA양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FAFSA양식을 포함한 대학교 입학서류, 연방 정부

서류에는 거짓 정보(이민 신분 포함)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미국 교육부에서는 대부분의 주와대학에서

FAFSA양식을 통해 얻은 정보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그보다 고등학교카운셀러,

대학, 대학 내 재정 지원 사무실에서 어떤 자금 지원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그 지원을 받기

위해 FAFSA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FAFSA 관련된 교육부의 자세한

안내는 guidance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on FAFSA here(원문참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FAFSA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은 해당 기관이 재정 지원 필요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FAFSA양식을 출력해서 작성 후 바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회적인방법은 연방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pay-for-college/financial-aid-101/how-to-complete-the-css-financial-aid-profile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pay-for-college/financial-aid-101/how-to-complete-the-css-financial-aid-profile
https://thebestschools.org/resources/for-profit-colleges/
https://thebestschools.org/resources/for-profit-colleges/
https://studentaid.gov/sites/default/files/financial-aid-and-undocumented-students.pdf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서류 미비 학생과 서류 미비 학생 중 DACA 미소유자가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사회 보장 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나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이민자를위해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급하는 세금 처리용 번호입니다.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개인이 연방

정부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를 만들고, 신용을 쌓도록 합니다. 대학교에 지원하면, 기관은 학생이나학부모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해서 가구 소득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원문참고)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 대상 학비 지원(In-state Tuition)

공립 대학은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자에게는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주민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마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다르나,일반적으로는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동안의 물리적 거주를 요구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은 주민 대상학비 지원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특정 조건(예. 해당 지역에서 특정 기간 이상의고등학교를 다녀야

함)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대상 학비 지원에 서류 미비 학생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University

Leaders for Educational Access and Diversity (uLEAD) Network(원문참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 학교

미국 사립 학교는 연방 정부, 주 정부에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립 학교의 학비는 일반적으로공립

학교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의 자금은 주로 민간 자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류미비 학생이

소득 기준 재정 지원을 받기 쉬울 수 있고, 그를 통해 학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공립 학교

미국 공립 학교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대부분의 자금은 연방 정부,주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공립 학교의 학비는 사립 학교의 학비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 학생은서류 충족

학생들과 똑같은 재정 지원에 대한 기회나 학비를 얻지 못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정부 자금으로대부분의

https://www.nilc.org/issues/taxes/itinfaq/
https://uleadnet.org/
https://uleadnet.org/


자원을 충당하는데, 정부 자금은 서류 미비 학생에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 미비 학생을 일반적인

미국 학생 지원자나 미국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역 캠퍼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6년 11월에 성역 캠퍼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DACA 폐지 및

이민 규제 강화 공약을 통해 나타난 이민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학생들은 캠퍼스 내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안전을 걱정하고, 학교가 성역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성역 정책은출입국 및

관세 집행관(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영장 없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캠퍼스 경찰이 이민 규제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이민 상태에 대한 정보를 ICE와공유하지 않고,

서류 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역

캠퍼스라는 이름은 상징적이며, 구체적인 의미는 다양합니다.일부 대학은 스스로 성역 캠퍼스라고

정의하지만, 그것이 캠퍼스 내 서류 미비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반드시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역 캠퍼스로 불리지 않는 다른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서류 미비 학생을대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편입생

편입생은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한 후에 또는 자신에게 맞지 않은 대학을 떠나서 새롭게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편입이 계속 공부하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한 후에 잘 맞지 않거나또는 그 외 이유로

다른 학교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편입은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편입생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교 지원을 통해 편입이 승인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학생들은 편입한

학교에서 학점이 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정이라면,편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에서 서류 미비 학생으로 주어지는 고등 교육 기회에 대해 이해하기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을 받는 것을 막는 연방 법은 없습니다. 고등 교육 기회는 기관과 주단위에서

결정되므로, 각 주마다 서류 미비 학생이 주민 학비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지, 어떻게 지불하도록할 지, 주

재정 지원에 자격이 되는지, 공립 학교에 다닐 자격이 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 정책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신의 주에서 서류 미비 학생으로 주어지는 고등 교육 기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University Leaders for

Educational Access and Diversity (uLEAD) Network(원문참고)을살펴보는 것입니다. uLEAD는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각 주의 고등 교육 접근성, 주민 학비 금액, 주 재정 지원을 최신 정보로 제공합니다.

https://uleadnet.org/
https://uleadnet.org/


대학이나 직업학교 진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원

이 장에 기술할 자원들과 가이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학교 또는 대학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고등

교육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에

직업 학교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학사를 취득한 후에 일하거나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학사를 취득합니다. 또는 4년제 대학에 등록하고, 학기 중간에 일을 하거나가족을

돌봅니다. 자신과 맞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서포터를 찾으세요

대학교 지원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서포터는 카운셀러, 선생님,커뮤니티 리더,

지역 내 비영리 기관, 종교기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 미비 학생들은 페이스북그룹이나

레딧챗(Reddit chat), Discord 서버에서 찾기도 합니다

실업학교,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직업학교,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어디를 가기로 결정했든지 무엇을 공부할 지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 지에 대한 결정은 일하게 될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DACA

소지와 상관없이 서류 미비 학생들이 특정 산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직업 자격에 대한 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직업 자격은 교육, 간호, 미용, 배관과 같이 개인이 전문 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합니다.

주 정부가 주 자격 관리 위원회를 통해 조건을 규제하며,연방 정부 법이 주 정부 법보다우선적이지 않는 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전문 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에서는자신들의

주에서 기술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DACA소지자가 전문 직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네바다, 뉴멕시코, 뉴저지는시민권 조건을 제거했습니다.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도 특정 전문 직업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해서 특정 직업군에서 일하는 것에서제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 자신들이 특정 산업에서 일하는 데필요한 직업

자격을 갖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졸업 이후에어떤 커리어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자격이 취득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에서 서류 미비 사람이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많은

경우에 서류 미비 전문 직업인, 자격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와 자격위원회에서는 이

https://www.ncsl.org/research/immigration/professional-and-occupational-licenses-for-immigrants.aspx
https://www.ncsl.org/research/immigration/professional-and-occupational-licenses-for-immigrants.aspx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떄문에,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갖춘다면,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든, 4년제 대학에서든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면,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4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립 학교의 경우,풀타임으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19퍼센트만이 4년 안에학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선별해서 학생들을받는 연구 중심

기관에서도 풀타임으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36퍼센트만이 4년 안에 학위를 얻습니다. 많은학생들은 재정

상황과 개인적인 이슈를 고려해서 가능한 일정에 따라 학업을 마칩니다. 교육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4년보다

더 걸렸다고 해서, 커리어에서 뒤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만족스러운 목표를달성하세요.

직업학교, 실업학교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는 개별적인 기관일 수도 있고,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나 4년제 대학에속한 부속

기관 일 수 있습니다. 직업학교와 실업학교는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역량을배양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2년이 소요되나, 때로는 고등학교의 마지막 2년을

병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업 교육 및 실업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학생들이 직업을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4년제 학위를 얻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또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직업학교와 실업학교가 매력적일 수 있는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는것도

장점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는Working and Earning An Income While

Undocumented(원문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와 실업학교(Trade school)는 ‘커리어학교(Career colleges)’과는

다릅니다. 직업학교와 실업학교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되는 반면에 커리어 대학은민간 영리

기관에 의해서 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인가나 질이 상대적으로 잘관리되지

않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2년제 대학)

2년제 대학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유연한 수업 스케쥴이 필요하거나 집 근처에 있어야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 학비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가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커뮤니티

컬리지는 오랫동안 서류 미비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그리고 그

https://www.ncsl.org/research/immigration/professional-and-occupational-licenses-for-immigrants.aspx
https://informedimmigrant.com/guides/options-for-undocumented-high-school-students/#working
https://informedimmigrant.com/guides/options-for-undocumented-high-school-students/#working


결과 커뮤니티 컬리지는 서류미비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낯설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때문에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다른 환경이라는것은 대학에

다니면서 전일제로 일하거나, 배우자나 아이가 있거나, 나이가 20대 중반 이후인 것을 의미합니다.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at type of educational experience to

look for as a non-traditional student here(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는 이점

합리적인 학비

커뮤니티 컬리지의 학비는 4년제 대학 학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준학사를 얻기 때문에 쌀 뿐만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2년 기간의 학비를 절약한 것이 됩니다.

유연한 수업 일정

학생들은 전일제와 파트타임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다른 여러

가지사정으로바쁜 학생들을 위해 저녁 또는 밤에도 수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수업 인원

커뮤니티 컬리지는 적은 숫자의 학생들로 수업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교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개인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준학사까지만 공부한다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얻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립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얻으면, 해당 주의 공립 대학 허가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커뮤니티컬리지 졸업

이후에 대학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주립 대학으로 쉽게 편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학점 인정이나

미래에 어떤 학교를 갈 지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주에서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립 대학으로 편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년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arn more about those

programs here(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생들이 산업에서 준학사와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업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서류 미비 학생이 특정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

https://www.bestcolleges.com/blog/what-is-a-nontraditional-student/
https://www.bestcolleges.com/blog/what-is-a-nontraditional-student/
https://www.mykidscollegechoice.com/2018/08/23/community-colleges-and-guaranteed-transfer-programs/
https://www.mykidscollegechoice.com/2018/08/23/community-colleges-and-guaranteed-transfer-programs/


4년제 대학의 장점은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있고, 교외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4년제 기관은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또는 다니고 싶거나),특화된 전공이나

직업을 가지고 싶거나, 캠퍼스 생활을 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좋은 선택지 입니다.

공립 대학, 사립 대학,  통근하는 형태의 대학, 예술 대학, 연구 중심 대학, 리버럴 아트컬리지(인문 교과에

중심을 둠) 등의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의 가장 큰 단점을 학비라고 생각합니다. 학비도 기관마다 차이가많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립 학교

공립 학교의 학비는 사립 학교의 학비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학비와

재정적인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서류 미비

학생을 국내 지원자 또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많은공립

기관들이 정부 자금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자금은 서류 미비 학생에게 지출되는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 학교

사립 학교의 학비를 공립 학교의 학비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받지 않기

때문에 서류 미비 학생이 소득 기준 지원을 받아서 학비를 낮추는 것이 공립 학교보다 더 쉽습니다.

대학 학비에 관해서는 How to Pay for College(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많은 사이버 대학의 미션은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고등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유연하고, 학교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을 찾고 있다면, 인가를
받았고, 영리 법인이 아닌 기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리 대학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체가 운영합니다. 이 부분이 비판과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대학교가  특별히 부모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과 저소득가구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성이 짙고, 극단적인 저가 마케팅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영리대학이 공인된

것은 아니므로, 고등 교육 기관으로 요구 되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또한

비인가된 교육 기관을 다니는 학생은 졸업 이후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가된 기관을 졸업한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applying-to-college-undocumented-student/#howtopay


참고자료:

● 학교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방법 by NerdWallet

● 영리 대학교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 by The Best Schools

● 영리 대학교의 학비 by U.S. News and World Report

● 인가된 사이버 대학 리스트(링크) by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교 탐색의 시작

학생들은 대학을 찾을 때 위치, 학비, 교육 프로그램, 교외 활동, 수업 인원 등 다양한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서류 미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직원이나

센터가 있을지, 또는 이민 신분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류 미비 예비 학생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A Guide to College for Undocumented Students” by Study.com.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및 드림 센터

● 소수 인종 지원 기관(MSI): 히스패닉 지원 기관(HSI),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칸

원주민 (AANAPISI)

● 영어 학습자(ELL)의 기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자신이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류 미비 학생에게 제공하는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전화하는 것입니다!대학들은 학생들(서류 미비 학생)을 잘 도울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 학생으로 대학에 전화를 하고, 질문에 대해 익명을 유지하면서 답할 수있습니다.

또한 함께해 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비 대학에 전화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통화상으로이민

상태에 대해 드러나는 것이 걱정된다면, 신뢰하는 사람이나 진로 상담 선생님이 대신 전화를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세 개의 기관에 연락해서 진학하고자 하는 기관이 서류 미비 학생에게 무엇을제공하는지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loans/student-loans/college-choice
https://www.nerdwallet.com/article/loans/student-loans/college-choice
https://thebestschools.org/resources/for-profit-college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paying-for-college/articles/the-real-cost-of-for-profit-colleges
https://www.usnews.com/education/online-education
https://study.com/resources/undocumented-students-college-guide
https://sites.ed.gov/hispanic-initiative/hispanic-serving-institutions-hsis/
https://www.aanapisi.net/
https://www.aanapisi.net/


주의: 일부 학교들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지원하면  외국 학생이 지원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외국

학생으로 처리된다면, 학비가 높고 더 제한된 재정적인 지원에 경쟁해야 하고,  지원서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학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비 대학에 연락할 때,서류 미비 학생이

국내 학생으로 인정되는지, 외국 학생으로 인정되는지와 입학과 학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

이민 신분이 입학 신청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입학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부학교는 서류 미비

학생을 국내 지원자로 처리하고, 그 경우에는 해당 주와 기관의 정책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학 상담사가 지원시 필요한 것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재정 지원 사무실에서는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서류 미비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나 장학금이가능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고르는 것은 상당 부분 학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재정 지원

사무실에 연락을 하는 것이 그 기관의 학비가 자신에게 적정한 지 확인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립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면, uLEAD가 주 학비로 학교를 다닐 수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 센터 또는 서류 미비 학생 센터

학교의 서류 미비 학생 센터 또는 ‘드림 센터’는 캠퍼스에 있으며,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커뮤니티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서류 미비 학생 센터가 없다면,다문화 학생

센터에 연락해서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학생센터는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조직이나 동아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캠퍼스 자원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해당

페이지에 컨설팅, 재정적인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 내 사무실 전화번호도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도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보낼, 적어도 향후 2년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낼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류미비 학생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이 확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리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서류 미비 학생이 지지 받지 못하는 환경을 가진학교들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비 학생으로서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서류 미비 학생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을 것 입니다. College Board와 같은 도구는 대학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uleadnet.org/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


공통 양식, 에세이, 추천서, 제출 마감 시간 등의 대학 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A Complete Guide to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by U.S. News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의:대학 지원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대부분의

학교는 지원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진학 상담사분과 이야기를 하는 등의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방법이

존재합니다. 대학 지원 비용과 수수료 면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How to Apply to College for Free” by

U.S. New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캘리포니아의 서류 미비 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 모음 by Immigrants’ Rising

● 뉴저지, 일리노이, 텍사스, 뉴욕에 있는 대학 지원 관련 자료 by ImmSchools.

● COVID 상황에서 대학 지원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지원하기. 입학 담당자의 조언 from the New York Times

대학교에 학비에 관하여

대학교 학비는 각 학교마다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한가지 상기해야 할 것은
사립대학교들보다 전문대학교와 같은 공립대학들의 학비가 통상적으로 저렴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이 본국 공립 대학의 주내 등록금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uLEAD
Network’s website를 방문하십시오. 사립대학이의 등록금이 공립대학의 등록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서류 미비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학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많은
학부 및 대학원 기관이 높은 표준 시험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게 상당한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따라서 표준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여
경쟁력 있는 지원자로 지원하는 것이 기관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의 : 코로나19 기간에 한해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과 주변인들의 걱정을 염려하여 지원서를
받을 때 표준 시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등교육 학비를 낼 수 있는 옵션들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시 서류 미비 학생들이 자주 직면하는 장벽은 많은 장학금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들을 모아놓은 자료 목록입니다.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college-application-proces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college-application-proces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how-to-apply-to-college-for-free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colleges/articles/how-to-apply-to-college-for-free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educational-binder/
https://www.immschools.org/resources/students-hub
https://www.wsj.com/articles/applying-to-college-during-covid-what-parents-and-students-should-know-11602885169
https://www.nytimes.com/2020/10/14/education/learning/college-application-pandemic.html
https://uleadnet.org/
https://uleadnet.org/


● Immigrants Rising
○ Undergraduate Scholarships
○ Graduate Scholarships
○ Undergraduate Fellowships
○ Graduate Fellowships
○ Building Your Scholarship Essay

● TheDream.us Scholarships
● Dreamers Roadmap
● Scholarships A-Z
● My Undocumented Life

주의 :대학이 재정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장학금으로 인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장학금이 당신의 재정 지원금을 대체하거나 대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패키지에서 장학금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학이나 대학의 재정 지원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The College
Board.에서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대출

서류 미비 학생은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순 없지만 은행, 신용 조합등의 개인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정 사채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단체는 신용이
좋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종종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이 귀하에게 좋은
옵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 이자율의 적합성 여부, 상환 계획 옵션등을 잘 계획하고
주의하십시오. 신용 이력과 신용 점수가 좋으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는 것도 좋은 신용 점수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
금융 자본, 은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 미비 학생일 경우 작업 및 소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대출을 고려하고 있을 때, "약탈성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를 주의하세요. 약탈성 대출은 대출
조건이 차입자에게 불공정하고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을 뜻합니다. 약탈적 대출의 몇 가지 주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은 단위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용 점수가 낮거나 없는 개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추가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 조기 대출 상환에 따른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및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 대출 전환 또는 기존 대출을 더 높은 이자율과 추가 수수료를 가진 더 큰 대출로
재융자를 장려하는 경우

http://immigrantsrising.org/resource/list-of-undergraduate-scholarship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graduate-scholarship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undergraduate-fellowship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graduate-fellowship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building-your-scholarship-essay/
https://thedream.us/
http://dreamersroadmap.org/
http://www.scholarshipsaz.org/
https://mydocumentedlife.org/category/college-scholarships/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pay-for-college/grants-and-scholarships/how-outside-scholarships-affect-your-financial-aid-package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pay-for-college/grants-and-scholarships/how-outside-scholarships-affect-your-financial-aid-package


- 서류에 서둘러 서명하는 경우
-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에 거짓을 적어달라는 경우

Student Loan Hero 나 Debt.org.에서 약탈성 대출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대출이 귀하에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음은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사학 대출을
제공하는 일부 은행과 단체입니다:

● Ascent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Citizens Bank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Discover
○ 미국 시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EDvestinU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Earnest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MPOWER Financing
○ 공동 서명이나 신용등급 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Sallie Mae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SoFi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Stilt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 다른 서류가 존재하는 이민자들 또한 위에 나열된 단체들에게 어떠한 신용도 주지
않지만 위에 리스트는 개개인이 대출에 대해 조사할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단체의 지지

대체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이따금 지역 사회 단체, 특히 종교적 단체에게 학비 관련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절, 모스크 사원등을 다니고 있다면 지역 사회
단체들이 당신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장학금 지원

https://studentloanhero.com/featured/predatory-lending-warning-signs
https://www.debt.org/credit/predatory-lending/
https://www.studentloanplanner.com/a/ascent
https://www.citizensbank.com/learning/international-study-abroad.aspx
https://www.discover.com/student-loans/undergraduate.html
https://www.edvestinu.com/private_loans.asp
https://www.earnest.com/student-loans
https://www.mpowerfinancing.com/borrow/
https://www.salliemae.com/student-loans/
https://www.sofi.com/private-student-loans/
https://www.stilt.com/


(DACA가 없는 한) 서류 미비학생이 법적으로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에게 비취업 기반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귀교에는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비취업 기반 체험 교육 또는 교육 장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과 Immigrants’ Rising에서
대학들은 서류 미비 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제공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일부 대학
기관들은 최소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해 식품, 학용품 및 기타 필수품을 위한 상품권들을
지원할 수 있을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

대학생들을 위한 옹호 자료들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서류 미비 학생들의 상황은 급격히 개선되었지만 더욱
발전해야됩니다. 특히,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많은 부분은 다른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제외한 DACA 지위를 보유해야 하는 학생들만이 지원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서류 미비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들의 학업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권 이나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자료에 제시된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은 "보호구역 캠퍼스 운동"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보호구역 캠퍼스 운동의 목적은 대학들이 특별히 캠퍼스 내 서류 미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하고
이민강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들이 보호구역 캠퍼스로 거듭나도록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요구이지만, "보호구역
캠퍼스"는 법적으로 정의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
● How Colleges & Universities Can Support Undocumented Students with Advocacy Goals

& Tactics Worksheet by FWD.us
● Best Practices To Support Undocumented Students On Campus by The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 Toolkits to Help you Protect Immigrants from United We Dream
● TheDream.Us UndocuAlly Training
● Resources from the Movement for Black Lives including:

○ End the War on Black Migrants
○ Graphics demonstrating advocacy techniques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higher-education-guide-to-funding-opportunities-for-undocumented-student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creating-fellowship-programs-for-educational-institutions/
https://www.fwd.us/news/how-can-your-college-or-university-protect-support-undocumented-students/
https://www.fwd.us/news/how-can-your-college-or-university-protect-support-undocumented-students/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resources/?fwp_post_categories=best-practices
https://unitedwedream.org/tools/toolkits/
https://www.thedream.us/wp-content/uploads/2016/11/Pre-Work-Packet.pdf
https://m4bl.org/resources/


● Understanding the Sanctuary School and Safe Zone Movement by Immigrants Rising
● Guide for For UndocuLeaders Participating in Protest by United We Dream
● Planning to Protest? Know Your Rights As an Immigrant by Boundless

캠퍼스 내에서의 안전

대학 캠퍼스에서 서류 미비 학생의 안전을 고려할 때, 법집행과 이민집행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 및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서류 미비 학생들은 국제(F-1 및 J-1)학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캠퍼스를 방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흔한
일이며,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대처할 방안 등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ICE의
캠퍼스 방문에 대한 지침과 법적 제약이 있으며, 모든 대학 교수진과 교직원은 물론 서류 미비
학생들도 법 집행 기관과 교류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은 이민국 및 법 집행 기관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한 지역 사회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수진과 직원들은 이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UndocuAlly" 라는 교육을 통해 서류 비비 학생 개인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캠퍼스 안전을 위해 동원된 방법 중 하나는 소위
"성역 캠퍼스"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성역 캠퍼스 운동의 목적은 대학들이 특별히 캠퍼스 내의
미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지만, "성역 캠퍼스"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 미비학생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캠퍼스에서 추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역
캠퍼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Advocacy Resources for College & University
Students.
를 참조하십시오.

자료들

Know your rights(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 Informed Immigrant’s Know Your Rights Guide

Community and Ally support (지역사회와 협력자의 지지)
● TheDream.Us UndocuAlly Training
● Understanding the Sanctuary School and Safe Zone Movement by Immigrant’s Rising

Interacting with Law and Immigration Enforcement(법률 및 이민국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 The Presidents’ Alliance FAQs for Campuses on Immigration Enforcement & Site Visits

Organizing and Protesting(조직화 및 항의)

https://immigrantsrising.org/wp-content/uploads/Immigrants-Rising_Understanding-the-Sanctuary-School-and-Safe-Zone-Movement.pdf
https://unitedwedream.org/2020/06/for-undoculeaders-participating-in-protest/
https://www.boundless.com/blog/rights-immigrant-protest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undocumented-college-students/#advocacy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undocumented-college-students/#advocacy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know-your-rights/#
https://www.thedream.us/wp-content/uploads/2016/11/Pre-Work-Packet.pdf
https://immigrantsrising.org/wp-content/uploads/Immigrants-Rising_Understanding-the-Sanctuary-School-and-Safe-Zone-Movement.pdf
https://www.presidentsimmigration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0/03/2020-03-10-FAQs-for-Campuses-on-Immigration-Enforcement-and-Site-Visits.pdf


● Resources from the Movement for Black Lives including:
○ End the Demilitarization of Law Enforcement, Including Law Enforcement in

Schools, College Campuses, and Medical Facilities.(법집행의 비무장화 종료,
교내및 캠퍼스, 의료시설에서의 법 집행,

● Divest from Police Campus Toolkit
● Guide for For UndocuLeaders Participating in Protest by United We Dream
● Planning to Protest? Know Your Rights As an Immigrant by Boundless

COVID-19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및 교육 지원 제공
COVID-19 대유행의 현실은 일시적으로나마 교육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직접 학교에 다니거나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이상적인 공부 분위기를 갖추지 못하거나 직장이나 가족을
돌보는 등 다른 책임들을 직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도움을 줄만한 사이트들이 밑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자료
Online Learning(온라인 수업)

● Resources for Immigrant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by Informed Immigrant
● Adjusting to Online College: 10 Tips for First-Timers by The Best Schools
● 5 Things You Need to Get Ready for Virtual School by Florida Virtual School
● 8 Tips for Middle and High Schoolers to Get Started in Online School by Connections

Academy

Applying to Colle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코로나19대유행 중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들)

● Applying to College During Covid: What Parents and Students Should Know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 Applying to College During the Pandemic? Here is some advice from admissions officers
from the New York Times

학생들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

서류가 미비한 학생에게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의 정신 건강 상담사가 서류 미비 학생들이
겪는 고유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를 경우, Informed Migiter는 현재 및 과거 서류 미비
학생이었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작성한 가이드를 작성하여 귀하, 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여기서 Informed Migiter에 대해
찾아보십시오

https://m4bl.org/resources/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RJtx1BiJxPHguZtXZYUNzb2cM8lVip_KzaxC7lq4mvCPzq2NCxeaTGcDbGaIOZN4BFvVfPwcAgFpeE/pub
https://unitedwedream.org/2020/06/for-undoculeaders-participating-in-protest/
https://www.boundless.com/blog/rights-immigrant-protest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coronavirus/
https://thebestschools.org/magazine/online-college-orientation/
https://www.flvs.net/5-things-you-need-to-get-ready-for-virtual-school
https://www.connectionsacademy.com/support/resources/article/8-top-tips-for-student-success-in-online-school
https://www.wsj.com/articles/applying-to-college-during-covid-what-parents-and-students-should-know-11602885169
https://www.wsj.com/articles/applying-to-college-during-covid-what-parents-and-students-should-know-11602885169
https://www.nytimes.com/2020/10/14/education/learning/college-application-pandemic.html
https://www.nytimes.com/2020/10/14/education/learning/college-application-pandemic.html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daca-mental-health-provider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daca-mental-health-providers/


자료들
● Mental Health: Taking Care of Yourself and Loved Ones by Informed Immigrant
● How to Support Undocumented Students’ Mental Health: Dealing with Trauma and

Anxiety
● UndocuBlack’s Mental Wellness Initiative
● UndocuHealth Initiative from United We Dream
● Immigrants Rising’s Mental Health Center
● Mental Health Resources from Latinx Therapy
● Hope Center for Wellness Resources for the Community
● Top 10 COVID-19 Anxiety Reduction Strategies Anxiety and Depression Association of

America에게서 부터 공유된것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이 일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당신이 서류 미비 학생이든 아니든, 당신이 LLC를 설립하고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후
커리어를 향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일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고: 사회 보장 번호(예: 서류 미비 학생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해
연방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하려면 개별 세금 식별 번호(ITIN)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ITIN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들
● Immigrants Rising #UndocuHustle - 업무 허가서가 필요 없는 직업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비즈니스 창업 기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mental-health-taking-care-of-yourself-loved-one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how-to-support-undocumented-students-mental-health/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how-to-support-undocumented-students-mental-health/
https://undocublack.org/mentalwellnessinitiative
https://unitedwedream.org/undocuhealth-wellness/
https://immigrantsrising.org/start-here/mental-health/
https://latinxtherapy.com/resources/
https://hopecenterforwellness.com/for-community-members/
https://adaa.org/learn-from-us/from-the-experts/blog-posts/consumer/top-ten-covid-19-anxiety-reduction-strategies
http://undocuhustle.org/


●
Income Generation Beyond DACA

'Immigrant Rising'의 친구들은 당신의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대체 소득 창출 경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Undocustle.org 학습 허브는 독립 계약자가 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undocuhustle

UNDOCUHUSTLE

Taxes and You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세금 및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입니다.

● ITIN Guide from Immigrants Rising
● ITIN 101: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ITINs, but don’t know what to ask

(webinar) from Immigrants Rising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rom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Entrepreneurship, Independent Contracting, and Freelancing기업가정신,독립 계약 및
프리랜싱

● The Noncitizen’s Guide to Entrepreneurship by the New York State Youth Leadership
Council

● Basic Facts about Entrepreneurship from Immigrants Rising
● Conceptos Basicos Sobre El Emprendimiento from Immigrants Rising
● 5 Tips To Get Start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Freelance from Immigrants Rising
● Getting Started With Entrepreneurship And Accessing Financial Capital (Webinar) from

Immigrants Rising

http://undocuhustle.org/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ndividual-tax-identification-number-guide/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tin-101-everything-you-want-to-know-about-itins-but-dont-know-what-to-ask-webina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itin-101-everything-you-want-to-know-about-itins-but-dont-know-what-to-ask-webinar/
https://www.nilc.org/issues/taxes/itinfaq/
https://www.nilc.org/issues/taxes/itinfaq/
https://www.nysylc.org/getpaid
https://www.nysylc.org/getpaid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basic-facts-about-entrepreneruship/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basic-facts-about-entrepreneurship-spanish/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5-tips-to-get-started-as-an-independent-contractor-freelance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accessing-financial-capital-webinar/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accessing-financial-capital-webinar/


Worker Cooperatives노동자 협동조합
● Worker Cooperatives & LLCs (Webinar) from Immigrants Rising
● Alternative Income & Career Options for Undocumented Students Google Folder

Credit, Financial Capital, and Banking신용, 금융 자본 및 은행
● Credit and Financial Capital Guide from Immigrants Rising
● How Undocumented Immigrants Can Get Bank Accounts by Nerd Wallet
● Know Your Rights — Immigrants & Banking by New Economy Project
● Can Undocumented Immigrants Apply for Credit Cards by Nerd Wallet
● 7 Essential Financial Skills for Young Adults by Take Charge America
● Can Undocumented Immigrants Build Credit? by Self (Spoiler: Yes!)
● 7 Predatory Lending Warning Signs to Run From by Student Loan Hero
● What is Predatory Lending? by Debt.org

Non-Employment Based Student Funding and Fellowships비취업 기반 학생 기금 및
펠로우십

● Higher Ed Guide to Tuition, Financial Aid, and Non-Work Based Funding for
Undocumented Students by the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 Higher Education Guide to Funding Opportunities for Undocumented Students by the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 Immigration

● Creating Fellowship Program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by Immigrants Rising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worker-cooperatives-llcs-webinar/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rmtgH6NbdErCwumbFqcSlU1iIKPC0n8m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credit-and-financial-capital-guide/
https://www.nerdwallet.com/article/banking/undocumented-immigrants-bank-accounts
https://www.neweconomynyc.org/resource/immigrants-banking-rights-brochure/
https://www.nerdwallet.com/article/credit-cards/undocumented-immigrants-apply-for-credit-cards
https://www.takechargeamerica.org/7-essential-financial-skills-for-young-adults/
https://www.self.inc/blog/can-undocumented-immigrants-build-credit
https://studentloanhero.com/featured/predatory-lending-warning-signs
https://www.debt.org/credit/predatory-lending/
https://2wslav2505mz1d7rci3uuem8-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0/07/July-2020-Higher-Ed-Guide-to-Tuition-Financial-Aid-Other-Funding-for-Undocumented-Students.pdf
https://2wslav2505mz1d7rci3uuem8-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0/07/July-2020-Higher-Ed-Guide-to-Tuition-Financial-Aid-Other-Funding-for-Undocumented-Students.pdf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higher-education-guide-to-funding-opportunities-for-undocumented-students/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higher-education-guide-to-funding-opportunities-for-undocumented-students/
https://immigrantsrising.org/resource/creating-fellowship-programs-for-educational-instit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