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법률자원
아래는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민자 및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웹 사이트와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본 목록은
모든 정보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내 혹은 근교에 이민자 및 난민에게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목록은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워싱턴 주 법무부) 및 저희 협력 파트너들에 의해 추천된 지역 내 기관, 단체 및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rport Lawyer(공항 변호사), airportlawyer.org
귀하가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일 경우, 미국 도착 직후부터 무료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출발 전 반드시 여행 세부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Immigration Law Help(이민 법률 지원), https://www.immigrationlawhelp.org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각 주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제공처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https://www.nworp.org/resources/knowyour-rights/
NWIRP 의 "여러분의 권리 알기"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여러 법률 집행 요원 및 공무원과 접촉 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이드, 이민 가족 안전 계획에
대한 링크 및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링크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Western Washington Office(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워싱턴 서부 지부),
https://www.nwirp.org/
워싱턴 서부 지부는 클랠럼 카운티, 클라크 카운티, 카울리츠 카운티, 그레이스 하버 카운티, 아일랜드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킹 카운티, 키트삽 카운티, 루이스 카운티, 퍼시픽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산후안 카운티, 스카짓
카운티, 스카마니아 카운티, 스노호미시 카운티, 서스턴 카운티, 워키아컴 카운티 및 왓컴 카운티에서 이민법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orthwest Justice Project(북서부 사법 프로젝트), https://nwjustice.org/get-legal-help
Seattle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이민자 및 난민 담당 부서 시애틀 지부),
http://www.seattle.gov/iandraffairs/resources
시애틀 지역의 이민자와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사이트, 기관, 단체 및 자료 링크를 제공합니다.
Washington Information Network(워싱턴 정보 네트워크) 211 번, http://win211.org/
211 은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로, 건강 및 인적 서비스 관련 정보가 필요하거나 해당 기관 추천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Law Help(워싱턴 법률 지원), http://www.washingtonlawhelp.org/issues/immigration
여러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명쾌하고 포괄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