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리소스
고립속의 가정폭력:
학대와 폭력은 고립속에서 자랍니다.
API Chaya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집에만 머무르게 되어
지역 사회 및 일과 일상생활(출퇴근, 피트니스 클럽, 각종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 영혼 그리고 신체의 건강이 충격을
받았고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는 오랜 시간 동안
돌봄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만들어왔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PI CHAYA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거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전용 전화 서비스(1-877-922-4292) 및 사무실
전화(206-467-9976)를 통한 상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업무시간외 상담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
King County Sexual Assault Resource Center: 1-888-998-6423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집단적 돌봄을 실천하고, 상담 전화가 이 집단적 돌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차이나타운과 국제 지구 사업체들을 지원해주세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사업체를 둘러싼 외국인 혐오와 낙인이 지난 몇 달간 시애틀의 차이나타운국제 지구 내 소규모 사업체와 식당에 대한 사람들의 지원이 뜸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60%에 달하는 매출 감소를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해고 및 폐업 사실을 통보해야만 하는 것이 힘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AAPI 사업체들을 방문하여 식사하고 쇼핑을 하는 것은 반 아시아계 낙인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APA Labor Alliance 리소스:
워싱턴주의 모든 공무원은 이런 시기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책이 모든
근로자를 위해 유급 병가와 충분한 건강 보험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많은 근로자는 몸이 아플
경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CDC의 지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APALA 의 전체 툴킷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AFL-CIO 의 코로나 19 발생 리소스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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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지원서 작성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Chinese Information Service Center가 코로나 19 지원 자격에 필요한 양식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s://cisc-seattle.org/covid19/를 방문하여 리소스에 접속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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