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터레이 파크시 희생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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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음력 섣달 그믐날,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당신 혹은 누군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자료집을 공유해 주세요. 자료집은 희생자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정신 건강 관련 자료, 법적 자료, 가정폭력 및 반 AAPI 혐오 희생자를 위한 자료

및 기타 자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몬터레이 파크시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AAAPI 커뮤니티에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 자료들은 주나 국가 단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됩니다. (AAPI Equity Alliance는 LA에 기반을 둔 단체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나 피드백이 있는 경우 AAPI Equity Alliance의  Tina Pham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tpham@aapiequity.org).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info@aapiequityalliance.org).

이 가이드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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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펀드미:몬터레이 파크시 음력 신년 행사 희생자 펀드

이 캠페인은 몬터레이 파크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AAPI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들에 의해 조직됐습니다. gofund.me/f804bb72로기부하세요.

희생자와 생존자 자료 센터
LA카운티, 몬터레이 파크시, 미국 적십자사 등이 운영하며, 현장 정신건강 서비스, 위기

대응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다린 및 광둥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랭글리 시니어 센터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400 W Emerson Ave,
Monterey Park, CA.
(626) 307-1388

LA 카운티 지방 검사-희생자 서비스국

희생자들이 의료비, 잃어버린 임금, 장례비용, 정신건강 치료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다린과 광둥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626)

514-1300,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https://da.lacounty.gov/victims.

캘리포니아 법무부-희생자 서비스 유닛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희생자 서비스 유닛(VSU)은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주 및 지역 기관들과

연결합니다. 또한 VSU는 58개 카운티 및 희생자가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객 중심 서비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원합니다.
(877) 433-9069; VictimServices@doj.ca.gov; https://oag.ca.gov/victimservices

만다린어 가능한 장례식장
● Rose Hills-Alhambra, 550 E Main St., Alhambra, CA 91801, (626) 299-3000
● Forest Lawn, 11 East Huntington Drive, Arcadia, CA 91006, 1 (888) 689-8888
● Universal Chung Wah Funeral, 225 N Garfield Ave, Alhambra, CA 91801, (626)
28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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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
CSC는모든사람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사명으로하는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입니다.우리의목적은고객이한곳에서전체적인치료를찾을수있도록하는

것입니다.사례관리및사회서비스와함께의료,치과및행동건강관리를제공합니다.우리는

건강이신체에국한되지않고마음,사회적및재정적건강을포함한다는것을이해합니다.현재

영어,스페인어,북경어,광둥어,치우차우,토이산어로대면및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의행동건강부서는개인,어린이,노인,부부및가족을위한치료를제공합니다.

또한정신건강응급처치,아시아인혐오방관자교육(영어,북경어및광둥어),육아

수업(북경어및광둥어),친밀한파트너폭력지원그룹(북경어및광둥어)에대한커뮤니티

교육도제공합니다.

(213) 808-1720,오전8시부터오후5시까지; https://www.cscla.org/
● Monterey Park: 855 S. Atlantic Blvd, Monterey Park, CA 91754
● Alhambra: 320 S. Garfield Ave #202, Alhambra, CA 91801
● Downtown: 767 N. Hill St. Suite 400B, Los Angeles, CA 90017

아시아 태평양 상담 및 치료 센터
아시아 태평양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LA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센터입니다.

만다린, 광둥어, 베트남어, 한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알함브라에서

행동 건강 및 외래 환자 임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위치: 1635 West Main St., Suite 100, Alhambra, CA 91801.

(626) 248-1800,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반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https://www.apctc.org/

태평양 아시아 상담 서비스
PACS는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해 정신 건강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인 리뉴얼 스페이스는

전문가들이 외상 사건 후 청취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뉴얼 스페이스는 만다린,

광둥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제공됩니다.
(310) 259-7604; https://pacsla.org/

그룹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아시아계 지역사회에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https://www.ss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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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SILVER는 노인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213) 553-1884;
https://www.ssg.org/divisions/silver/

● Alliance가 제공하는 외래 환자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회복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웰빙과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합 지역사회 기반 및 클리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현장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는 광둥어,

베트남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213) 249-9388;
● Website https://www.ssg.org/divisions/alliance/

세인트 메리 의료 센터 -건강한 가정
FiGH는 질병 및/또는 사회적 기능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정보나 지식을

선택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정신 건강, 교육, 가정 방문, 사례 관리과 그룹 지원 서비스

서비스는 영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로 제공됩니다.
(562) 491-9100;
https://www.dignityhealth.org/socal/locations/stmarymedical/about-us/community-benefit
s/families-in-good-health

필리핀계 미국인들을 위한 탐색
필리핀계 미국인들을 위한 탐색(SIPA)은 역사적인 필리피노타운과 LA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트라우마, 증오 사건 및/또는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1대1 상담/가족 상담, 그룹 지원, 지역사회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필리핀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문의사항 : http://bit.ly/helloSIPA또는 이메일: info@sipacares.org

사우스 아시아 네트워크
사우스 아시아 네트워크(SAN)는 힌디어, 파슈토어, 영어로 의료 서비스와 정신적, 정서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입니다.
562-403-0488 EXT 106; https://southasiannetwork.org/

태평양 클리닉
행동 및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기관입니다.
https://www.pacificclinics.org/

● 아시안 태평양 가족 센터 :샌 가브리엘 밸리 지역에서 전 연령에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언어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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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베트남어, 스페인어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626) 287-2988 (로즈미드

지역)

● APFC-East/다문화 가족 센터 :샌 가브리엘 밸리의 어린이,청소, 부모/간병인 및

가족에게 언어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센터입니다. 영어, 만다린, 한국어,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626) 839-0300

(인더스트리 시 지역)

아시안 정신 건강 단체
만약 당신이 총격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시안 정신

건강 단체(AMHC)가 당신을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therapy@asianmhc.org으로

연락바랍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로서 도움을 제공하길 원하면 therapy@asianmhc.org

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들은또한미국과캐나다의 AAPI치료사목록을검색할수있습니다.
https://www.asianmhc.or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LACDMH)는 위기 지원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연결,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카운티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800) 854-7771; https://dmh.lacounty.gov/covid-19-information/

정신 질환에 관한 전국 연합

정신 질환에 관한 전국 연합(NULA)은 심각한 뇌 장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며, 다인종 공동체의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건강 보험과

주택 재활 및 직업 관련 서비스를 옹호합니다.

(323) 294-7814; https://www.namiurbanla.org/resources

가필드 건강 센터

몬터레이 파크에 위치한 가필드 건강 센터, GHC의 건강 정신부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즉각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비극이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626)300-9980으로

연락 바랍니다.

헤럴드 기독교 건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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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자격을 갖춘 건강센터입니다. 광둥어와 만다린이

가능한 상담사들이 외상 정보 치료나 외상 떼라피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923 S. San Gabriel

Blvd., San Gabriel, CA.

니콜 숭씨에게 연락하세요. (626) 313-9922; https://hchcla.org/

옐로우 체어 단체
몬터레이 파크의 비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6번의 외상 정보 치료를

제공합니다. 영어, 만다린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https://yellowchaircollective.com/contact/.

Anise Health

Anise Health는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코치와 함께 AAPI
치료사를 제공합니다. https://www.anisehealth.co/

BetterHelp

3개월 무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허, 경험 및 공인 심리학자(PhD / PsyD), 결혼 및
가족 치료사(LMFT), 임상 사회 복지사(LCSW / LMSW), 및/또는 필요에 따라 면허가 있는 전문
상담사(LPC). 영향을 받은 Monterey Park 거주자와 인근 커뮤니티는 다음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betterhelp.com/voucher/montereypark-support

열린 길 단체
사내 및 온라인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비영리 네트워크
https://openpathcollective.org/

자살과 위기의 생명라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방 및 위기 지원 서비스를 연장무휴, 비밀보장으로 무료 지원합니다.

988전화나 온라인 채팅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https://988lifeline.org/chat/

법률

남가주 정의진흥협회
7개의 아시아 언어와 방언 지원 라인을 통해 법률 지원, 법률 조언, 케이스 네비게이션, 그리고
다른 기관과 정부기관으로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www.ajsocal.org/

언어 지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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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888) 349-9695

普通话/广东话 Chinese: (800) 520-2356

한국어 Korean: (800) 867-3640

TAGALOG: (855) 300-2552

िह�ी Hindi: (855) 971-2552

ภาษาไทย Thai: (800) 914-9583

TIẾNG VIỆT Vietnamese: (714) 477-2958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젝트 (LAFLA)

아시아 언어 핫라인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과 조언, 대변 서비스, 다른 기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lafla.org/get-help/asian-pacific-islander-outreach/

언어 지원 라인:

普通话/广东话 | Chinese: (323) 801-7912

Tiếng Việt | Vietnamese: (323) 801-7923

한국어 | Korean: (323) 801-7987

日本語 | Japanese: (323) 801-7913

����ែខ�រ | Khmer: (562) 304-2535

English, español (Spanish), and all other languages: (800) 399-4529

세인트 존스 지역사회 보건 : 법률 서비스 부서
몬터레이 공원 총격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U 비자 관련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오 범죄/혐오 사건 관련 사건 관련 평가 서비스 및 법률적 옹호 서비스 제공합니다. 요청시,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3) 646-2657 (Vanessa)그리고 (323) 740-2945 (Perla); https://www.wellchild.or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무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무국(NLSLA)은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아시아 언어로 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사례 관리 및 네비게이션, 기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옹호자 팀과

요청된 언어 라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626) 307-3643 or email stopthehate@nlsla.org; https://nls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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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족 센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족 센터(CPAF)는 로스앤젤레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래 번호와 웹사이트에서 24시간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00-339-3940. https://nurturingchange.org/

지원되는 언어:

○ 繁體中文
○ 한국어
○ 日本語
○ Tagalog
○ Tiếng Việt
○ ែខ�រ
○ िह�ी
○ ไทย

반 AAPI 혐오

211/LA vs혐오

211 LA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오나 차별로 인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고 지역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211; https://211la.org/

311/LA for ALL
LA시 주민들은 311으로 전화하거나 myla311.lacity.org사이트를 방문, 혹은 MyLA311앱을

사용해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고, 커뮤니티 기반 및 위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11; https://civilandhumanrights.lacity.org/laforall

캘리포니아 vs.혐오 자료 라인 및 네트워크
캘리포니아의 시민 권리 부서가 증오 대상이 되는 주 전역의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비 긴급 증오 범죄 사건과 증오범죄 신고 핫라인,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33) 866-4283; stophate@calcivilrights.ca.gov; stophate.calcivilrights.ca.go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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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적 권리 및 권한을 위한 자료: Hate Violence
| CRD (ca.gov); https://calcivilrights.ca.gov/hateviolence/

● 증오 폭력 관련 사실들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calcivilrights.ca.gov/posters/?openTab=5&emrc=63cf03344e66a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VCB)는 많은 범죄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7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주 프로그램입니다. 폭력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적 상해, 신체적 상해의 위협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00-777-9229; https://victims.ca.gov/

● CalVCB 관련된 사실들(영어와 스페인어) ;

https://victims.ca.gov/uploads/2022/05/CalVCB-Basic-Fact-Sheet-English-and-Spanish_05.2022

.pdf.

● CalVCB 관련된 사실들(중국어) ;

https://victims.ca.gov/uploads/2021/02/CalVCB_Basic_Factsheet_Chinese_Simplified_rev6-10-

20-1_rev2021.pdf.

연방 법무부,지역사회 관계 서비스
연방법무부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긴장, 증오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조정, 훈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 305-2935;
https://www.justice.gov/crs

● AANHPI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 및 증오범죄를 예방 및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
https://www.justice.gov/file/1426866/download.

기타 자료들

아시아 청소년 센터
비상 식량 프로그램 : 신선하고 썩지 않은 식료품을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서비스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626) 537-0954; https://www.aycla.org/emergency-food-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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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stice.gov/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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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LA COE)는 학생들에게 총기 폭력, 그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부모들을 지원합니다.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학교 위기 및 비상계획의 정신건강 요소를 평가하고 실행하기 위한 학교 담당자 체크 리스트

● 지역사회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을 돕는 것 : 교육자를 위한 팁

● 학교 폭력 예방 : 관리자 및 위기 지원 팀을 위한 지침

● 어린이들에게 총격에 대해 이야기하기(전국 어린이 외상 스트레스 네트워크)

● 총격 사건 후 대처(미국 상담 협회)

● 외상 및 재난 정신 건강 (미국 상담 협회)

● 총기 난사 사건 후 고통을 관리하는 것 (미국 심리학회)

●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 부모 및 교사를 위한 팁(다국어로 된 자료들)

###

AAPI Equity Alliance (전아시아 태평양 정책 및 기획 협의회 혹은 A3PCON)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요구를 옹호하는 공동체 기반 조직의
연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apiequityalliance.org/.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ziiMEt3AV5iMF8bwWOFpZ-ixPrUo6WRu_LqIq_bfKDyzufrIKGJAHYnjL6SzSYWBI62bgnUqzXZ9qm-peg8sG_nBYB0VrHCtWAANPFeUxqvSbvGzCSD4mGQu1BRHhO5yHQCEVhA7Mdx5fT4D5P8b9CsF-cMB_Pn3dsp0mS4smWOYUgKbVPyzn6JwbV3yZjf8vLEI26gC9EaB7g2vv9-wcASAjNZxt0552S8a46bKXqYQrF8b_Sg3mYKe_j6wTSgXnZ6FG6cgV92ZLoDPkn4G6S4eZkjvsG6A==&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ziiMEt3AV5amJzX59W_x3lX18AELBstEn22ls7ynFgonV70eT5aHwKbxZAncOfQBFCbZWtRS8mogAC0GNrQBf_8tpeow-1GwaNTaYEPy-RFW4nlMAgnIEj75MpjJwHSD65HItXFSxiMIfXUEX4GGbfI1ZDPiM8mK7fuTPB9ehoWgjAT0Mq1fqP15xVvrN-M-5HDjvfOx080xx4pXDW7Rb6YMIbzrdep2Je0MR4avG0ZVw5JYsNNgo=&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ziiMEt3AV5i_JEaTWuap3WTcyEt4pl14bksPdFppAQkyCEmBwiyJZqbg_pw3piOJhH9ZxmI_FZdo8JjSZAZDgprSNVfO3M1L76Ktqob4hM63QkEwr1_xpv7XZyjzy2dsqZ9hopD_ZOCXKmbaYffXJYkXwGJyGOxfTUKVw-4Q2KjqFhKD2ENk3Uu3qO2hfTkHlpDv_EagwJxDWc_AsWeB64S0Szppd_xrNFNBLmxaVEsn8NMgSqQvUsffPSf6D6__aoa-YcX5rrrz5EJzkkZx0=&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ziiMEt3AV5BVRZPDuV8QkZnuvToDiDo5L5KnHJGVWrGBWBN3DM9joOWRvnznXQ1Jy44Q9ikCi36ugE3tzr-TVqsq6J5Axe48hqnJmlx7YVj1mtYBfG-9-ehUdeTSuCMWIZSF0J1cYt85etQIeomAUB45R6aZJNL8Hx32ZWzozrpY1giKsyUU6KpakxlUWa1yonC_jhCtQLsiy4qvR0YPY=&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TuTUQiQhz0y88Ob_TJc6cFCYWleKJ-NJ793d1ehnWXatN1Ui_055LisCiq2GkwFV_SjhDByM09NRtvQA5I57UPpY3NYBUA_AMzHdmcoxeNHWoqljpuX0Fp-OAIwn8Kh190KMN0hJi7R7n8Ec33jD2FOwvexsO6poEXn279ezWt&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TuTUQiQhz0RZc9yOuTrNdXip2SsEe5efV7Xsb75LwFxck2pm-q_7qgVjNIitgbTTo9aKg1htGNT_KtI5xwVszDwwHpyeUKRP2SOO9BQqxkJB8Ysd6k6TWc1pxiA_ZcXbzWD7SJsgnNJV-D87rB6ere5nTPTdzs2OR3NZCXBNwMFO6ttGnd4Ks=&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ziiMEt3AV5WIzsagPgyLA0s4W9FWZgKhjjQPwLSDuxmMIfZ4tJZP1aROC3cVGObB5VPM6k1nY8cjJ5ttUDZxlwxy-_XRg35DU6G2sYzKfINXa9ks1G9ABpN0K3qUJVUv5nA2EkMOiaqIl5xFtc_X8=&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r20.rs6.net/tn.jsp?f=001sB-6NLDW6Jh3UuugQtua_DHoEN1Dsx_-3Q2-aXLwAD0ka7Gv6a84sfTuTUQiQhz08UBpJ2lAI8rGhj0EQ7BleOjxDAt3ny-m_jWcukIJ8zJ9i0T3d5ZVGFZJnQj8q18JwBvsCyZzAmCwxWFJve1xKIlEwFRMbCtTu-3hX9jG8E2wV-7tlPN9B7XsskNIwTF8aztPRrnGPTubcnWO691SAElHtW4Gh-UzCCvDGzAyHq_MLxJFe0GLjwlo7xSPqULO5bOtV6YB17Mdaabmx9WWQ5EE_-WXXLrIHtUVONcgRCKiKydlyIcBRod0EPnCxSE7fYGwhiDH5Mn8aBHxF-b748R1BU14yCr2rNkUwns0RnNudaZPoi2p0CvrI3I_mkRz&c=OKoKV0hRJ4oLWQ4c3Utq0SXW5DwKtJylKtJlQkSC5mgOt1BKppSrHQ==&ch=jPffz7FPjXW62iFDI8fgW7N3yQUUd6kRPLCRzGG9GfTthn-_JomGBw==
https://aapiequityallian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