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ENT 
LEGAL 

SERVICE
PROGRAM

324 Illini Union
1401 West Green Street

Urbana, IL  61801
217-333–9053

Office Hours:  
8:30am– Noon, &1:00–4:30 pm, M-F

A Program of the Office of the Dean of Students
Student Affairs at Illinois

제공 가능한 서비스 분야 (AVAILABLE 
SERVICES)
 임대주-세입자 문제 (세입자만, 학생 임대주 

문제 제외)

 교통 위반 티켓, 사건, 보험 문제

 시 법령( City Ordinance) 위반 티켓

 Ameren 등록 위한 신분 증명 서류 

 경범죄(Misdemeanor) (Champaign County)

 소액심판사건(Small Claims)

 소비자 문자

 학생 징계 청문 절차

 이름 변경

 기타 경범죄

제외 분야 (EXCLUDED SERVICES)
ø 파산
ø 비지니스 문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ø 일리노이 대학교 또는 일리노이 주 상대로 한 청구 및 

문제 
ø 변호사 수수료(Contingent Fee) 문제, 개인 상해 문제 

(Personal injury)
ø 샴페인 카운티 외 법원 변호
ø 이혼, 별거, 양육권, 아동양육비
ø 수입 창출 활동
ø 중죄( Felonies) 
ø 여권, 비자, 영주권, 비자 신분 변경, 학생 비자 신문 취

업 포함 이민법 문제
ø 부동산 관련 문제 (임대주-세입자 문제 제외)
ø 학생 간 문제

www.odos.illinois.edu/sls

Revised: June, 2015.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www.counselingcenter.illinois.edu 217-333–3704

Housing  www.housing.illinois.edu
   Residence Halls  217-333–7111
   Orchard Downs  217-333–5656
   Certified Housing   217-333–1420  
   certified.housing.illinois.edu

Student Code  www.admin.illinois.edu/policy/code/

Student Conflict Resolution/Mediation 217-333–3680 
      www.conflictresolution.illinois.edu

Student Legal Service   217-333–9053
   www.odos.illinois.edu/sls

Tenant Union www.tenantunion.illinois.edu 217-333–0112

COMMUNITY
Champaign    www.city.champaign.il.us
   Property Maintenance Inspections 217-403–7070
       www.ci.champaign.il.us/neighborhoods 
  Community Relations (Discrimination) 217-403–8830

Champaign County 
   Circuit Clerk (Traffic)  217-384–3717
       www.cccircuitclerk.com
   Voter registration  217-384–3720
       www.champaigncountyclerk.com

State of Illinois         www.il.gov         
   Attorney General    www.ag.state.il.us 217-278–3366
   Secretary of State   www.cyberdriveillinois.com   
  Champaign   217-278–3344     Springfield  217-785-3000
   Department of Human Rights 217-785–5100
       www.state.il.us/dhr
 Public Aid/Dept. of Health & Family Serv. 217-278-5500  
        www2.illinois.gov/hfs
 Tax information
     I.R.S.   www.irs.gov      800-829-1040
     Taxpayer Advocate Service 877-777-4778
       Chicago     312-566-3800 Springfield     217-862-6382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217-782-3336
        www.revenue.state.il.us 800-732-8866

Urbana     www.city.urbana.il.us 
   Division of Code Enforcement 217-384-2455
   Human Relations Officer 217-384–2466
   Building Safety Division 217-384–2431
   To arrange for inspection 217-384-2443

IMPORTANT PHONE NUMBERS &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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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안내 (HOW TO USE 
THE SERVICE)

학생법률서비스 이용하기 위하여:

1. 온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 www.odos.illi-
nois.edu/sls  사이트 상담예약/온라인 접
수신청서란 온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  상
담 전에 적절한 리서치가 가능할 수 있도
록 귀하의 법률 문제에 대해 작성해줄 것.

2. 접수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Thank you” 화면 및 확인 이메일을 받으
면, 324 Illini Union 에 위차한 학생법률서
비스 사무실에 i-card 및 법률 문제와 관련
된 서류(티켓, 법원 서류, 리스-임대서류, 
이메일 출력물, 사진)를 지참하고 방문.

3. 학생법률서비스 오피스 방문시, 변호사와 
상담을 위하여 (방문 날짜가 아닌) 다른 날
짜 의 약속 일정을 잡게 될 것임. 일반적으
로 상담 약속은 3일 이상 소요되지 않을 것
임.   

법률적 문제가 있거나 예상된다면,  초
기에 주의를 기울 일 것.  예약 없는 상

담, 당일 상담은 불가능.  

전화 상 또는 이메일을 통한 법률 상담을 제
공 불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비
공개 당사자와의 상담 불가.

STUDENT LEGAL SERVICE
324 Illini Union

Office:  8:30am-Noon, & 1-4:30pm, M-F

www.odos.illinois.edu/sls
A Program of the Office of the Dean of Students

Student Affairs at Illinois.

변호인과 의뢰인 (ATTORNEYS 
AND THEIR CLIENTS)
학생법률서비스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임 변호사들은 
직업 윤리 사항을 준수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은 다음과 같음: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맹세함. 동 규칙은 변호
사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됨. 

귀하의 케이스와 관련된 정보는 귀하의 서면 허가 없이 
제 3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귀하는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상의
하고 케이스 결과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사항
을 솔직하게 상의하여야만 함. 

열성적 변호 의무 (ZEALOUS REP-
RESENTATION)
귀하의 케이스에 선임된 변호사는 법률적 한도 내에서 
귀하의 이익을 열성적으로 변호할 의무를 가짐. 

학생법률서비스 내 변호사들은 특정 사안의 이점들을 
고려하며 본 사안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시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
사할 것임.

학생법률서비스에 
연락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까지 기다리지 말 것

 

이용 자격? (WHO IS ELIGIBLE?)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 현재 학기 (여
름 학기 포함, 최소 6학점 수강) 등록 및 서비스 요금을 
부과 받은 모든 학생은 학생 법률 서비스( SLS)를 이용
할 자격이 있음.  다음 가을 학기 사전 등록을 한 봄 학기 
이용 가능한 학생들은   여름학기 시작 전까지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음.

학생 법률 서비스 목적 (PURPOSE 
OF STUDENT LEGAL SERVICE)

학생 법률 서비스 제공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음:
(1) 예방적 법률 교육
(2) 법률 상담 및 조언
(3) 개인 변호는 다음의 목적을 위함:  
 (a)  학생들의 생활 및  권리와 책무에 대한 지식 
향상
 (b)  학생 생활 유지 긍정적 영향

임대주-세입자 문제, 징영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에 
우선권이 주어짐. 법정 변호는 오직 샴페인 카운티 법원
에서만 가능함. SLS 운영 계획, www.odos.illinois.edu/
sls  “History “ 란 참조. 

위치 & 운영시간 (LOCATION & 
HOURS)

사무실 위치: 324  Illini Union (3층, 북관)
전화번호: 217-333-9053
이메일:  studentlegalservice@illinois.edu
사무실은  여름학기를 포함한 전 학년도에 걸쳐 월요일-금
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12시 ,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함. 토요일, 일요일 및 대학 공휴일 제외.

직원 (THE STAFF)

학생법률서비스의 직원은 3명의 전임 변호사와 오피스 운

영 지원 직원, 한명 이상의Work-study 학생, 일리노이대

학교 법과 대학교 재학생 인턴으로 구성.

변호사 약력은 링크 참조: www.odos.illinoi.edu/sls/at-

torney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