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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변호사와 전문가가 여러분의 미국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법적 영주권 자격 대상이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주권(그린 카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참하셔야 할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seattle.gov/iandraffairs.

시민권 신청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출석 등록: 오후 12 시 - 오후 3 시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시애틀은 자녀들과 그 
가족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환영받는 
도시로 남아있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Ed Murray 시장

• 이민 및 세관 집행 (ICE) 요원이 당신을 막거나 집에 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우십시오.

•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계획해야합니까?

“알 권리” 수업시간 : 오후 3 시, 오후 5 시, 오후 7 시

• 귀하의 선택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 

위임장, 임시 후견권, 그리고 기타 서류들.
• 이민 및 법원 서류가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까?

출석 등록 : 오후 3 시 - 오후 6 시

환영하는 도시로서, 
시애틀은 이 행사가 
귀하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하는 
공간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기타 정보는 (206) 386-909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iandraffairs.
이벤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다른쪽에 있습니다.

McCaw Hall 내 Seattle Center
321 Mercer Street
Seattle, WA 98109

(시애틀 이민자 및 난민 가족을 
위해 한뜻을 모으다)



워크샵은 McCaw Hall 있습니다
(차고 건너편).
321 Mercer Street, Seattle, WA 98109

Mercer Street Garage 무료 주차
300 Mercer Street, Seattle, WA 98109

기타 정보는 (206) 386-909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iandraffairs.

Roy St.

후원자:

시애틀시 대리인들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을 위한 내부 대기 공간

시애틀
이민자와 난민 업무국
시장Edward B. Murray

• 할인된 대중 교통 카드
•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 임금 도난 및 불공정 고용 관행에 관한 정보
• 그리고 더...

시애틀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증명과 사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져올 서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seattle.gov/iandraffairs 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