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er for Health Equity 
LOS ANGELES COUNTY HEALTH AGENCY 

커뮤니티 포럼 
 
 

LA 카운티 보건국(Los Angeles County Health Agency)과 커뮤니티 파트너는 커뮤니티 리더, 기관 직원, 카운티 

부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의료 형평성 센터(Center for Health Equity) 사업 계획에 참여하고 의료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함께 노력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동참하세요! 
 

등록하시려면, lachealthequity@ph.lacounty.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고 싶은 이벤트를 명시해 

주시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언어도 알려주십시오.  

 

사업 계획을 다운로드하시려면, healthequity.lacounty.gov 에 방문하십시오. 사업 계획은 9월 10일부터 모든 

언어로 제공됩니다.  
 

 
 

               
 
 
 
 
 
 
 
 
 
 
 
 
 
 
 
 
 
 
 
 
 
*추가 날짜는 확정 후 공지 예정입니다. 

San Gabriel Valley 
9 월 6 일 

오전 9:00~11:30 

East LA 지역 

9 월 20 일 

오전 9:00~11:30 

Metro LA 지역 

9 월 25 일 

오전 9:00~11:30 

South Bay 지역 

9 월 27 일 

오전 9:00~11:30 

San Fernando Valley 
2 월 3 일 

오후 2:00~4:30 

Antelope Valley 
10 월 4 일 

오후 1:00~3:30 

West LA 지역 

10 월 18 일 

오전 9:00~11:00 

South East LA 지역 

10 월 24 일 

보류중인 시간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퀘스처닝(LGBTQ+) 포럼 

10 월 9 일 

오후 6:00~8:00 
 

mailto:lachealthequity@ph.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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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보건국(Los Angeles County Health Agency)과 커뮤니티 파트너는 커뮤니티 리더, 기관 직원, 카운티 부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의료 형평성 센터(Center for Health Equity) 사업 계획에 참여하고 의료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함께 노력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동참하세요!



등록하시려면, lachealthequity@ph.lacounty.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고 싶은 이벤트를 명시해 주시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언어도 알려주십시오. 



사업 계획을 다운로드하시려면, healthequity.lacounty.gov에 방문하십시오. 사업 계획은 9월 10일부터 모든 언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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