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ng-LGBTQ=survivors-chatbox   Korean language  

LGBTQ 생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 채팅창 

NNEDV  

14:47:17 Isadora Coates : 거기, 안녕하세요, 이쪽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는 듯 해요.  

14:47:48 Ellen In-Wycoff: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0 분 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할 겁니다. 오늘 웨비나에 500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48:07 Ellen In-Wycoff 에서 :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을 음소거 처리 시켰고 

오직 발표자분만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14:48:07 From Ellen Yin-Wycoff : 

14:48:20 From Heather Barnes :안녕하세요! 

14:48:28 Ellen In-Wycoff 에서: 우리는 또한 당신이 가입할 때 당신의 대사를 음소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14:48:28 From Ellen Yin-Wycoff :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전화기를 음소거 처리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49:03 From Geoffrey Stratton : 음소거가 왼쪽에 있습니다. 

14:50:12 Shuan King 으로부터 : 좋은 오후입니다, 제 오디오 상태는 좋아요. 제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끝까지 음소거 상태로 참석하겠습니다. 

14:52:38 From Esther Bradeen : 안녕하세요, 저는 틸라묵의 타이즈 오브 체인지에서 

온 에스더라고 합니다.  

14:52:46 From Kaylee brown : 버팔로 뉴욕 가정법률센터-  케일리 브라운  

14:52:46 From Elizabeth Vazquez: 안녕  

14:52:48 From Geoffrey Stratton: 제프리 스트래튼- 텍사스의 

LMSW(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자)는 IDD(지적발달장애) 인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달합니다. 

14:52:50 From Sara : 사라 도빈, 터닝 포인트 – 가정/성폭행 단체, 마운트 클레멘스, 

미시건 

14:52:58 Sharon Kidd: 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강간 위기 센터의 엘리입니다 

14:52:58 From Kathy Rios : 캐시 리오스, 텍사스 주의 휴트턴 해리스 카운티 지방 

검사 사무실의 피해자 지원 담당자입니다. 

14:53:02 From Gillian Galdy : 안녕하세요, 저는 질리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핏츠보로의 가정/성폭력 지지자입니다.  

14:53:02 From Danielle Brown :  대니얼 브라운, 뉴저지 캠든 카운티 여성센터의 

가정폭력 대응팀 코디네이터입니다. 

14:53:06  From Isadora Coates: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미국 원주민 청소년 가족 

센터의 이사도라 코츠라고 합니다.  

14:53:09 From Heather Bellew : 모자이크 조지아의 헤더 벨류입니다.   

14:53:09 브리아나 밀러로부터: 브리아나 밀러. 저는 코네티컷주 록키힐에 있는 

DCF(아동가족부)와 함께 비콘헬스옵션스(Beacon Health Option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53:09 From Megan Landis : 안녕하세요, 볼티모어 카운티 사회 복지부의 가정 

폭력 부서에서 일하는 매이건입니다. 

14:53:11 From Heather Barnes : 안녕하세요. 저는 헤더입니다. 저는 켄터키 주 

보건복지가족부에 웬디의원더풀키즈 사회서비스전문가입니다. :) 

14:53:13 From Tania Romero : 안녕하세요. 저는 타니아이고, 텍사스 주 엘파소의 

텍사스주립대 엘파소 캠퍼스(UTEP)에서 왔습니다.  

14:53:13 From Jazmine Booth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스민 저는 뉴멕시코주대학의 

사회복지학 대학원생입니다.  

14:53:23 Rocio Baraja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시오 바라하스입니다. 저는 텍사스의 

엘파소에서 왔습니다. UTEP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14:53:24 From Jessa Winas :  가정폭력방지협회에서 일하는 제사입니다  

14:53:29 From Bianca Kadrmas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앙카 카디르마스이고 

뉴욕주 오스위고카운티기회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53:29 From Deborah Solis :  워싱턴주 툭윌라의 세네카가족단체의 

CSEC(상업적아동성적착취) 원조&외래 정신 건강 치료사입니다.  

14:53:34 From Ariel Dair : 저는 아리엘 대어이고 주식회사 이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53:34 From Theresa Adlam : 테레사 애들람,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법무장관 

사무실의 피해자 서비스 

14:53:40 Blanche: 블랜쉬,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Women In Transition 에서 일합니다 

14:53:45 From Alejandra Ochoa : 전 알레한드라이고 시카고에 사는  

MSW학생이에요!  

14:53:47  From catherine conaty : 콜렛 켐프튼, Colllette Kempton, 

NYPD(뉴욕경찰청) 제 68 지구의 Safe Horizon과 함께 하는 범죄 피해자 지지자. 뉴욕주 

마사페콰. 

14:53:47 From Patti Bauerbach : 우리가… 

14:53:50 From Yohana Duarte :  요하나 두아르테, 엘파소, 텍사스 

14:53:53  From Monique Randle:  리틀록 아켄소의 모니크 랜들 

14:53:54 Kacey Poorma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시이고, Evolution 

Counseling 사의 인턴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알투나. 

14:53:55 From Patti Bauerbach: 오디오를 수신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4:54:04 From Jasmine Paxton : 웨스트버지니아의 웨스트 리버티 대학교의 학생 

재스민 

14:54:07 From RAchel Welch : 레이첼 웰치, 미조리주 리즈서밋에서 

‘재발견자’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기관에서 일합니다. 

14:54:07 Elizabeth Vazquez 로부터 : 안녕, 엘리자베스 바스케즈이고 코네티컷 Beacon 

Health Options 의 이중언어 케어 코디네이터입니다. 

14:54:25  재클린 메이요랄: 재클린 메이요랄, 텍사스 주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 조정관 입니다. 

14:54:33 베서니 콜드렌으로부터: 안녕! 제 이름은 베서니이고, 저는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대학의 석사 과정의 사회 복지 사업 학생입니다. 



14:54:41 Shuan King 에서: 션 킹, 현역 해군, 플로리다주 잭슨빌, 피해자 지지자. 

14:54:48 From Sarah Meyerdierks : 안녕하세요. 저는 코네티컷에서 온 세라 입니다. 

저는 페어필드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피해자 지지자/사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14:55:00 Joviena Kay 에서: 조비에나 케이, Langley-Eustis 공동 기지 가족 옹호 

프로그램의 가정 학대 피해자 옹호자 - 버지니아 

14:55:19  킴벌리 숀호스트: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의 클리브랜드 성폭행 위험 센터, 

교육 및 아웃리치 전문가(초기 아동) 킴벌리 숀호스트 입니다. 

14:55:19 From Amanda Adkinson :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주 중부 Family 

Intervention Crisis Services 의 아맨다 입니다. 

14:55:20 From Heather Barnes : 웨비나가 대략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14:55:25 From Jill Grampovnik :   질 그램포브니크 

14:55:26 발신인 안젤라 맥스웰: 뉴욕 북부 쇼하리 카운티의 DV 대변인 안젤라 맥스웰 

Andrea Daley 로부터 :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데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Shelter House 의 사회 복지 사업 실습생입니다. 

14:55:34 From Johanna Durazzi :  조하나 두라지 (그녀/그녀의) LGBTQ+ 뉴저지 

가족서비스센터 지지자 

14:55:37 From Jill Grampovnik : 질 그램포트닉, CSW 

14:55:46 From Jasiah Ruiz : 제 이름은 자사이아 이고 칼스배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턴 뉴멕시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14:55:48 From catherine conaty :  제스민 조세이 이고 스태튼 아일랜드 120 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 지지자입니다.  

14:55:48 From Jill Grampovnik :메이요 클리닉 보건 시스템 

14:55:50 From Rosa Torres: 텍사스 대학교 엘파소에 있는 로사 토레스 사회사업학과 

학생 

14:56:05 Beth Dropic 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주 상페테르스부르크에 사는 

베스입니다. 저는 VA에서 학위를 수료한 FLMSW학생입니다. 

14:56:31 From Zoe Nesin: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Women In Transition 의 

지역사회 교육자, 조이 네신 입니다.  

14:56:36 From Claremarie Bonafede : 클레어마리 보나페데 

14:56:50 From Pauline McGibbon : 폴린 맥기본,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여성센터 

14:57:05 Sarah Morrison 에서 : Sarah, Mosaic Georgia 의 상담 코디네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덜루스에 있는 성폭행 및 아동 보호 센터입니다. 

14:57:17 멜리사 린덴에서 발신: 멜리사 린덴, 긴급 지원 보호소 롱뷰, 워싱턴주 14:57:22

 From Wanda I Lopez Bosques : 안녕하세요, 저는 코네티컷에 있는 Beacon 

Health Options 의 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중언어 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14:57:46 Shelley Schreiner 로부터: 친구들 안녕! 쉘리 슈라이너, 콜로라도주 살리다에 

있는 The Alliance 의 SART 조정자입니다. 

14:57:51 From Claremarie Bonafede :  클레어마리 보나피데, 뉴욕시 교육부의 

정신건강복지부, 뉴욕시티 



14:57:51 From Ericka Dixon : 음소거가 풀리지 않습니다. 

14:57:54 Ellen In-Wycoff: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전화기를 꼭 음소거 해 주세요.  

14:57:57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저도 해제가 안 돼요  

14:58:02 From Heather Barnes : 음소거 할 수 없습니다. 

14:58:16 From Gwendoline Adams :  좋은 오후입니다… 저는 셸비 카운티 범죄 

피해자 센터의 범죄 피해자 대변인입니다 

14:58:20 From Cori Griffin : 코리 그리핀 오레곤 주의 Saving Grace Bend  

14:58:21 From Maisor sayang :  마이소르 사양 

14:58:25 From Deirdre Sherman :  뉴욕주 올버니 NYSOCF 의 마리 림박  

14:58:37 From Brianna Dixon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아나 입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레바논의 MSW 학생입니다. 

14:58:47 From Denise Scotland : 드니스 스코틀랜드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PCADV(펜실베니아 가정폭력반대연합) 

15:00:06 From Charles LaBarre: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주 이어리(Erie)에 있는 

Safe Harbor Behavior Health 의 찰스 라바르입니다. 

14:58:47 From ALice Caron : 코네티컷주 록키힐의 Beacon Health Options 에서 

일하는 앨리스 캐론 

14:58:51 From Kaley Cammilleri : 코네티컷주 Beacon Health Options 의 케일리 

카밀리에리 

14:58:55 Catherine Scott 에서 : 캐서린 스콧, 저는 일리노이주 Macomb 에 위치한 The 

Center for Youth and Family Solutions 의 인턴입니다. 

14:58:57 From Jenna Clayton :  제나 클레이튼 – 일리노이주 말콤의 청소년 및 가족 

솔루션 센터 

14:59:05 From Denise Arce: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SGA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에서 인턴중인 드니스 아체.  

14:59:12 Maisor sayang: 지역사회활동파트너십의 마이소어 사양입니다.  

4:59:14 From Ariel Krakowsky :  아리엘 크라카우스키, MSW - 현재 캘리포니아 

산마르코스의 소년 & 소녀 클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59:15 From Stephanie Varilek : 스테파니 바릴렉- 위스콘신 대학의 매디슨 

캠퍼스의 MSW 학생입니다 

14:59:15 From Jenni Palkovic : 안녕 저는 제니이고 뉴햄프셔주 플리머스의 Voices 

Against Violence(폭력을반대하는목소리)의 인턴입니다 

14:59:18 From Casey Kasper-Welles : 케이시 카스퍼-웰스이고, 남서부 미시건과 

인디애나 북부의 포타와토미 인디언의 포카곤 밴드의 피해자 서비스 매니저/사건 

담당자입니다.   

14:59:18 From Tracy Hayden : 안녕하세요, 마운트 미시건 클레멘스의 터닝 포인트 

14:59:19 From Kendall Kramer :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레곤주 중부의 Saving 

Grace 의 지지자 켄달이라고 합니다.  

14:59:19 From Kendall Kramer : 뉴욕주 버팔로의 가정정의센터 리사 바타글리아  

14:59:21 From Melissa Vaquero :멜리사, 워싱턴주 롱뷰의 응급지원보호소의 DV 

지지자 



14:59:24 From Kayla Quigley : Kayla-MSW빙햄튼 대학교 2학년 

14:59:25 From Erika Daniel : 안녕하세요, 에리카 데니엘 스콧, AFBIL, VVA 

14:59:28 From Nikki Sather : 니키 새이더- 가정학대 피해자 지지자 – 유타 Hill Air 

Force Base  

14:59:48 From Kaitlyn Huber : 저는 캐이틀린 휴버 입니다. 저는 메릴랜드주 

웨스트민스터 에서 온 강간 위기 개입 서비스의 성폭력 대응 팀 코디네이터입니다. 

14:59:49 From Sheena Colburn : 쉬나 콜번, LCSW, 재향군인회- 콜로라도주 

쉐이옌의 Fort Collins 

14:59:49 From Sheena Colburn : 에이미 하워드 - 사법부 - 유타 

14:59:53 에이미 라나드:   에이미 라나드, 커네티컷주 록키힐의 Beacon Health 

Options 임상 관리 매니저 

14:59:55  From McKenna Kline: 안녕하세요! 텍사스주 어빙의 Sexual Assault 

Community Advocate for Brighter Tomorrows 지지자인 맥케나 클라인 

저는 브레시아 대학의 BSW 4학년 학생입니다. 지역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장 

실습을 끝마치는 중입니다 

15:00:06 From Charles LaBarre : 안녕 저는 펜실베니아주 이어리의 Safe Harbor 

Behavioral Health 에서 일하는 찰스 라바레 입니다.  

15:00:08 From Claudia Leiva : 펜실베니아에 사는 클라우디아 입니다 

15:00:11 From M. Pacelli : 안녕 휴스턴 지역 여성 센터, HTown 에서 일하는 마사 

입니다.  

15:00:13 From Ryan Seufer : 라이언 슈퍼, 노스캐롤라이나의 Family Services of 

the Piedmont. 저는 FSP의 LGBTQ 전문가입니다.  

15:00:13 From Jordan Steiner : 조단 스타이너, 뉴저지주의 아동 및 가족 부서 

여성과의 강간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자입니다. 

15:00:13 From Maria York : 오하이오 중부 6개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Turning Point 의 피해자 지지자 Maria York 입니다.  

15:00:14 From Zyaijah Nadler : Butterfly Blaise Boire - SUNY Plattsburgh Title 

IX (버터플라이 블레즈 보아레 - SUNY 플래츠버그 타이틀 9) 

15:00:17 From Claudia Leiva : women in transition(전환중인여성) 

15:00:18 From Hunter Datres : 헌터 데이터스, 저는 펜실베니아 알투나의 Evolution 

Counseling LLC 에서 인턴중입니다.  

15:00:26 From Angelica Addison : 안녕, 안젤리카 애디슨, 샌디에이고에 있는 MSW 

2학년 학생입니다. 베이지역/오클랜드에서 왔습니다. 

15:00:26 From Hunter Datres : 자리잡고 있는 중입니다. * 

15:00:29 From Meredith Baughman : 메레디스 바우맨,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Wayne County SAFE (성폭행 법의학 검사 프로그램) 

15:00:30 From Lexa Dearlove : 렉사 디어러브, 미시건주 하웰의 LACASA. 가정폭력 

상담가입니다.  

15:00:30 From Jayme Kimbrough : 킴벌리 킴브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에 있는 

위기대응센터에서 왔습니다.  



15:00:30 From Samantha Clarke : 사만다 클락- 클리블랜드 강간 위기 센터의 

피해자 전문가 

15:00:34 From Christine Boyles : 크리스틴 보일스, 뉴욕주 허드슨의 콜럼비아와 

그린 카운티 정신건강협회 아동보호센터의 REACH및 아동지지자센터 에 있습니다  

15:00:37 From Andrea : 안드레아 샤아, 플로리다 세미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15:00:39    From Arlene Donovan : 안녕하세요. 알린 도노번 임상 감독관으로 코네티컷 

록키힐의 Beacon Health Options 에 있습니다 

15:00:40 From Zendy Ramos : 젠디 라모스. 저는 버팔로니에 있는 이리 카운티의 

가정법률센터의 가정폭력 지지자입니다. 

15:00:43 From Tina Recker : 아이오와 주 두부크에서 성폭행 생존자들을 예방하고 

옹호하며 돕는 리버뷰 센터 티나 레커입니다. 

15:00:43 From Lori Nelson : 안녕! 미국 텍사스주 덴튼에 있는 덴튼 카운티 가정의 

친구의 커뮤니티 교육 책임자입니다 

15:00:47 From HaoPay Lee :  하오페이 리, Violence Free Minnesota, 세인트 폴, 

미네소타 

15:00:48 From Dontay Woolard : 돈테이 울라드 

15:00:50 From Jessica Feighan : 코네티컷주의 The Rowan Center 의 데니엘 워커  

15:00:51 From Courtney Barrie : Courtney Barrie, St. Mary's University - San 

Antonio, Texas 

15:00:51 From Courtney Barrie : 코트니 배리, 세인트 매리 대학- 샌안토니오 텍사스  

15:00:53 From Jasmine Acevedo : 재스민 아체보- Safe Horizon- 스태튼 아일랜드, 

뉴욕  

15:00:58 From McKenna Kline : 로리 안녕! 

15:01:01 From Maisor sayang : 마이소르 -미네소타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쉽 

15:01:02 From Leticia Quevedo : 레티시아, 법무사, Rainbow Services, Ltd., 

샌페드로, 캘리포니아 

15:01:03 From catherine conaty : 안녕. 케이티 코나티 Safe Horizon  

15:01:09 From Dontay Woolard : 돈테이 물라드 Guilford Co DSS 

15:01:13 From Tracie Moore : 안녕하세요! 트레이시 무어, 텍사스 가정 폭력 위원회 

정책조정관 

15:01:14 From Caitlin Haskett : 캐이틀린 해스켓,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MSW 

학생  

15:01:15 From Carolyn Curtis : 캐롤린 커티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의 

자원봉사자 성폭행 피해자 대변인 

15:01:17 From Rachel Wright : 레이첼 라이트—클리블랜드강간위기센터 

15:01:18 From Nora Reyes : 안녕! 노라 레예스, 저는 커네티컷주- The Rowan 

Center 에 있는 성폭행위기상담원 입니다 

15:01:18 From Tammy Oliver : 가정폭력방지연합의 피해자 서비스 매니저 태미 

올리버 

15:01:23 From Sharon Kidd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강간위기센터의 

교육 및 아웃리치 전문가 마바드 마커스 



15:01:26 From Evelyn Benitez-Sorto :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볼티모어 아동학대 

센터의 가족 대변인 

15:01:27 From Christine White : 코네티컷주 록키힐의 크리스틴 화이트, LPC 

15:01:30 From Steven Dick : 스티븐 딕, DV/SA psychotherapist @ YWCA on 

island of Kauai 

15:01:30 From Steven Dick : Steven Dick, 카우아이 섬 YWCA의 DV/SA 

심리치료사  

15:01:30 From Olga Rosado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의 클리블랜드 강간위기센터의 

호가 콘수엘로 프로그램의 올가 로사도 입니다.  

15:01:35 From Christina Eugenio, Safe Horizon : 뉴욕의 스태튼 아이랜드의 

122번째 관할 구역에서 Safe Horizon DV 피해자 지지자인 크리스티나 유지니오  

15:01:36 From Shana Sullivan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에서의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항하는 Pee Dee 연합과의 셰이나 설리반  

15:01:45 From Elizabeth Moschella :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HAVEN 의 엘리자베스 

모셸라 
15:01:47 From Shawna Johnson :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샤우나 존슨, LSW, 

메트로폴리탄 패밀리 서비스 

15:01:48 From Clarissa Johnson : 아칸소주 리틀록의 클래리사 존슨, LMSW, 

유나이티드 패밀리 서비스 

15:01:55 From Jamie Chiampi : 펜실베니아 교정국의 사회복지사 제이미 

15:02:07 From Alyssa Pesce : 앨리사 페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15:02:11 From Jessica Feighan : 안녕! 제시카야  

커네티컷주 스탬포드에 위치한 Rowan Center 의 교육 및 아웃리치, 운영 책임자.  

15:02:11 From Liv Linn : 헤이 모두 안녕, 더럼 위기 대응 센터의 LGBTQ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15:02:13 From Katherine Stoltenberg : 저는 펜실베니아 블레어 카운티에서 온 

캐더린 스톨텐버그입니다. 저는 펜 스테이트 대학의 알토나와 캠퍼스에 다니고 Evolution 

Counseling 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15:02:15 From Nancy Paraskevopoulos : 낸시 파라스케보풀로스, 신시내티 

YWCA의 사례 관리자:) 

15:02:30 From Kanika Shirole : 카니카 시롤, 시카고 압나 가르의 가정폭력 상담원 

15:02:31 From Patti Bauerbach : 오하이오주 마리타에 있는 Eve Inc 와 함께 드류 

앤틸과 패티 바우어바우치 보호소 옹호자 

15:02:35 From Katlyn White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강간위기센터 교육 및 

아웃리치 조정관 캐틀린 

15:02:47 From Ellen Yin-Wycoff :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녹화하고 있으니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음소거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를 음소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5:02:51 From Q Thomas : Q 토마스, 가족 구조대, 일리노이주 시카고 

15:02:52 From Kara Gore : 카라 고어, 소아 종양학 SW 켄터키주 렉싱턴 



15:03:00 From Sarah McClure : 세라 맥클루어 오레곤주의 Saving Grace Bend  

15:03:30 From Stephanie Hogate :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 내그스 헤드 

PORT 의 스테파니 호게이트 입니다 

15:03:49 From Alex Hicks :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 18 Degrees 의 알렉스 힉스 

15:03:52 From Helene Harris : 힐린 해리스, 조지아주 하인스빌의 Helen's Haven 

CAC  

15:04:00 From Deborah McCurdy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보라 맥커디 라고 

합니다. 저는 오하이오 중심부에 있는 비영리 가정폭력 보호소인 터닝포인트에서 피해자 

지지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6개의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04:13 From Tonia Moultry : 여러분 안녕하세요, NNEDV 의 토니아 입니다. 

웹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04:29 From James Vidacovich : 제임스 비다코비치, 루이지애나 주 

아동가족서비스부, TANF 프로그램 매니저 

15:05:52 From Shelly Beckford :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5:06:21 From Ellen Yin-Wycoff : 저희는 온라인 상의 여러분, 그리고 FVPSA 주 

관리자들과의 웨비나 녹음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가정 폭력 연합은 지역 DV 

프로그램과 공유할 것입니다. 

15:06:32 From Ellen Yin-Wycoff : PowerPoint 도 포함됩니다. 

15:07:39 From Ellen Yin-Wycoff :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5:07:52 From Carrie - Circle VT : 캐리, 버몬트주 바레의 ‘서클’과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의 코디네이터  

15:08:05 From Shelly Beckford : 멋지네요! 저의 상사분이 오후 2:30 의 미팅에 

참석하라고 잡아 끌고 있지만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싶어요.  

15:09:52 From Isadora Coates :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15:10:22 From Amy Ranard : 네 

15:10:59 From Sonya Yelbert :  군대, 피해자 지지자  

15:11:00 From Johanne Delly : 매사추세츠 린 Centerboard 의 원조지원자입니다  

15:11:03 From katie sutton : 캐이티 서튼, 가정학대 피해자 지지자, 미공군  

15:11:04 From RAchel Welch : 정신의학의 임상 사례 관리자 

15:11:05 From Ellen Yin-Wycoff : 한 번 클릭으로 통화 가능 

+16699006833,,548043184# US (산호세) 

+13462487799,,548043184# US (휴스턴) 

 

지역별로 전화하세요 

+1 669 900 6833 US (산호세) 

+1 346 248 7799 US (휴스턴) 

+1 253 215 8782 US 

+1 301 715 8592 US 

+1 312 626 6799 US (시카고) 



+1 646 558 8656 US (뉴욕) 

 

미팅 ID: 548 043 184 

지역 번호를 찾으세요: https://nnedv.zoom.us/u/acwTSxI3xM  

 

15:11:07 From Tracy Hayden : 응급 처치 담당자 
15:11:07 From Kaylee brown : 가정폭력 지지자 

15:11:10 From Caitlyn Largent : 캠퍼스 상담자! 

15:11:11 From Nicole Schmitgen : 위스콘신주 교정부의 사회복지사 

15:11:12 From Angelica Addison : 우리가 학생인 경우는 어떡하나요? 

15:11:13 From McKenna Kline : 성폭행 커뮤니티의 지지자 

15:11:13 From Jenna Clayton : 청소년 서비스 사례 운영자  

15:11:14 From HaoPay Lee : Violence Free Minnesota, 평등 및 용량 구축 

프로그램 매니저 

15:11:15 From Geoffrey Stratton : 특수 요구자들의 장기 서비스 코디네이터 

15:11:16 From Marisha Childs :  Clackamas 여성 서비스의 담당 매니저 

15:11:17 From Gabrielle Dietrich : 개비 디트리히 예방 교육 코디네이터 

15:11:17 From JENNIFER CONTRERAS : 샌디 정신 건강 사례 주 관리자  

15:11:17 From Jessica Feighan : 강간위기센터 교육국장 

15:11:18 From Jasmine Acevedo : 범죄 피해자 지지자 

15:11:18 From Liv Linn : LGBTQ 서비스 전문가 

15:11:18 From Catherine Koch : DV/SA – 아동 프로그램 담당자 

 15:11:19 From Kaitlyn Huber : 성폭력 대응팀 코디네이터  

15:11:19 From Theresa Adlam :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자 서비스 

15:11:19 From Ariel Dair : 저는 Eve, Incorporated 의 피해자 지지자이자 

상담자입니다.  

15:11:20 From Ryan Seufer : 저는 가족서비스의 LGBTQ  전문가. LGBTQ DV 

생존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진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5:11:20 From Jamie Chiampi : 사례 관리, 재진입 조정자, 상담원, 석사과정 학생 

15:11:22 From Jennifer Elliott : 가정 폭력 지지자 

15:11:22 From Gia Fendeis : 가정 폭력 지지자 

15:11:22 From Katherine Bernola : 성폭력위기센터지지자 

15:11:22 From Alicia Noriega : 행정연락담당자  

15:11:22 From Johanna Durazzi : 알리 롱고, 대인폭력상담사 (LGBTQ+특정) 

15:11:23 From Kanika Shirole : 가정 폭력 상담원 

15:11:23 From angela Maxwell : 가정 폭력 지지자 

15:11:24 From Jasiah Ruiz : BSW 학생 

15:11:24 From Esther Bradeen : 가정 폭력 상담자  

15:11:25 From Shelley Schreiner : SART 코디네이터  

15:11:25 From Courtney Pittman : DV 사례 매니저 -VA  

15:11:26 From Melisa Linden : DV 옹호자 



15:11:26 From Stephanie Bonnett : 가정폭력 및 성폭력옹호자  

15:11:28 From Nora Reyes : 커네티컷주 성폭력 지지자  

15:11:28 From Kaylee Moore : BSW 학생 

15:11:30 From Rosa Torres : MSW 학생 

15:11:30 From Tania Romero : 청소년복지사 

15:11:30 From Ashley James : youth partner for WISE  

15:11:30 From Clarissa Johnson : 치료사 

15:11:30 From Anna Chalker : DSS 사회복지사 

15:11:31 From Kaylynn Trombley : 뉴햄스셔주 행정원  

15:11:32 From Gillian Galdy : DV 지지자 

15:11:33 From Lisa Battaglia : 가정폭력 지지자 

15:11:33 From Shuan King : 피해자 지지인 

15:11:34 From Alejandra Ochoa : 시카고의 mew 학생  

15:11:37 From Jordan Johnson : 대학원생 

15:11:39 From Jill Grampovnik : CSW Mayo 호스피스 

15:11:40 From Denise Scotland : 트레이닝 및 TA 전문가- 빈민층  

15:11:40 From Claremarie Bonafede :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자 

15:11:42 From Lori Nelson : 지역사회 참여 이사 

15:11:42 From Maylen Martinez : Maylen Martinez The Rowan Center/옹호자  

15:11:43 From Katherine Scott : BSW 학생 

15:11:44 From Ammy Swaby : 법의학 진행자 

15:11:44 From Angelica Addison : MSW 학생 

15:11:45 From Erika Daniel : 성폭행 옹호인 

15:11:48 From Christine Boyles : 지지자 겸 상담원 

15:11:49 From Rhonda Nichols : DV 옹호자 

15:11:50 From Heather Barnes : 사회복지전문가 

15:11:52 From Sarah Demps : 이사- 가정폭력 및 성폭행 센터 

15:11:54 From Heather Bellew : 법률 옹호자/(paralegal) 준법률가 - 모자이크 

조지아 

15:11:54 From Chanese LASSITER : DV 사례 관리자 상담원 

15:11:56 From Courtney Barrie : 캠퍼스 예방 조정자 및 피해자 대변인 

15:12:05 From Sarah Meyerdierks : 코네티컷 주의 페어필드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 

단체의 피해자 대변인 사건 관리자 

15:12:07 From Whitley Nelson : DV 옹호자 

15:12:11  From reed (he/they, RVA) : 리드,그/그 사람,  리치먼드, 버지니아 

성폭행및가정폭력행동동맹(주연합)위기대응팀장(지지자 및 사회복지사) 

15:12:14  From Olga Rosado : 지원 활동 및 관리 

15:12:14  From Isadora Coates : PDX의 가정폭력 옹호자이자 항해사 

15:12:18  From Beatriz Vazquez : Beacon Health Options 의 IFCS 관리 조정자 

15:12:19  From Nikiya Eaton : 프로그램 감독 - We Rise (린, 매사추세츠 주) 

15:12:20  From TerraAnn Thompson : 제 이름은 테라앤 톰슨이고 BSW 학생입니다.   



15:12:30  From Alex Hicks : lgbtqia+ 청소년 단체 촉진자 

15:12:31 From Ellen Yin-Wycoff : 이 번호는 전화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화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면 반드시 회선을 음소거하십시오. 음소거하려면 *6 을 눌러주세요. 

15:12:33 From Whitley Nelson : 가정폭력 보호소의 관리자와 청소년 서비스 조정자 

15:12:37 From Kayla Quigley : 빙햄튼 대학의 MSW 학생 

15:12:38 From Sarah McClure : Sarah McClure Saving Grace Bend Oregon - 

Grants Reporting Coordinator 

15:12:39 From ALice Caron : Care 케어 코디네이터 통합 가족 지원 

15:12:43 From Shannon Flowe : Shannon Flower Wrap 전문가 / 가족 대변인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센터 

15:12:44 From Megan Gray : One Love Foundation 예방교육 프로그램  

15:12:44 From Shelly Beckford : LGBTQ+ 베테랑 지지자 - GWHouston and 

Combined Arms Houston  

15:12:48 From Tina Recker : 또 티나 레커입니다 - 제가 S.A. 옹호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 교육자라고 언급하지 않았네요  

15:13:06 From HEATHER SILVEIRA : 정신건강재활 전문의/사례관리자 

15:13:11 From Isadora Coates : 저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15:14:06 From Alex Hicks : @isadora coates - 제 화면 왼쪽 하단에 오디오 버튼이 

있어서 그걸 클릭했어요 

15:14:18 From Shelly Beckford : 오디오 -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소리를 클릭하고 출력을 변경합니다. 

 

15:16:53 From Ellen Yin-Wycoff : 이사도라—음성으로 전화해줄 수 있나요? 

15:17:18 From Isadora Coates : 오디오 작동시켰어요. 감사합니다!  

15:18:00 From Shelly Beckford : 만세! 

15:18:15 From Ellen Yin-Wycoff : 좋아요 이사도라! 

15:18:37 From Ellen Yin-Wycoff :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부담갖지 말고 입력 해주세요.  

15:19:17 From Angelica Addison :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하고 어디에 위치 해있나요?  

 

15:19:37 From Zoe Nesin : 네  

15:19:38 From Sonya Yelbert : 아니오 

15:19:39 From katie sutton : 네 

15:19:40 From Gillian Galdy : 네 

15:19:40 From Jenni Palkovic : 네 

15:19:41 From Kaitlyn Huber : 네 

15:19:42 From Wanda I Lopez Bosques : 아니오 

15:19:42 From Alejandra Ochoa : 네 

15:19:43 From Theresa Adlam : 네 

15:19:44 From ALice Caron : 네 

15:19:45 From Stephanie Bonnett : 네 



15:19:45 From Jessica Feighan : 아니오 

15:19:45 From Bethany Coldren : 아니오 

15:19:47 From Hunter Datres : 아니오 

15:19:47 From Charles LaBarre : 전 없어요  

15:19:48 From Catherine Koch : 네 

15:19:48 From Lori Nelson : 네 

15:19:48 From M. Pacelli : 아니오 

15:19:48 From Sarah Meyerdierks : 네 

15:19:49 From Anna Chalker : 아니오 

15:19:49 From Denise Arce : 아니오 

15:19:49 From Claudia Leiva : 아니오 

15:19:51 From Amy Ranard : 아니오 

15:19:51 From JENNIFER CONTRERAS : 아니오 

15:19:53 From Stephanie Varilek : 아니오  

15:19:53 From Alex Hicks : 아니오  

15:19:53 From Kayla Quigley : 아니오  

15:19:54 From Alyssa Pesce : 아직이요 :)  

15:19:54 From Arlene Donovan : 아니오 

15:19:54 From Lisa Battaglia : 아니오 

15:19:54 From Joanna Fosque : 아니오 

15:19:56 From Christine Boyles : 아니오 

15:19:57 From Denise Scotland : 다른 여러 웨비나에 참여 해봤어요  

15:19:57 From Isadora Coates : 네 

15:19:58 From Charlotte Burrell : 아직이요 

15:19:58 From Courtney Pittman : 아니오 

15:19:59 From Briana Miller : 아니오 

15:19:59 From Rocio Barajas : 아니오 

15:20:00 From Jazmine Booth : 아뇨 저는 아니오 

15:20:02 From Jodi Sowden : 저는 아니오. 

15:20:03 From Angelica Addison : 저는 작년 가을에 우리 캠퍼스에서 한 협력자 

훈련에 참석했었어요  

15:20:08 From Heather Bellew : 아니오 

15:20:09 From Deborah McCurdy : 아니오-저는 아니오 

15:20:09 From Daryl Trowbridge : 아직 아니오 

15:20:10 From Jill Grampovnik : 아니오 

15:20:10 From reed (he/they, RVA) : 네! 

15:20:12 From Marisha Childs : 아니오, 동료가 최근에 저의 회사를 위해서  

시에틀에 있는 어떤 것에 참석했었어요 

15:20:14 From angela Maxwell : 웨비나 하나요 

15:20:14 From Monique Randle : 저는 아니오 

15:20:14 From Kacey Poorman : 아직 아니오! 



15:20:15 From McKenna Kline : 저는 전에 해본적 없어요 

15:20:15 From Beth Dropic : 아니오 

15:20:17 From Tammy Oliver : 아니오 

15:20:20 From Kaylee Moore : 저는 아니오  

5:20:24 From Helene Harris : 아니오 

15:20:25 From Tania Romero : 네  

15:20:30 From James Vidacovich : 아니오  

15:20:34 From E'Shayla Kelson : 아니오  

15:20:46 From Chanese LASSITER : 아니오  

15:23:11 From Olga Rosado : 아직이요  

15:24:55 From Lisa Battaglia : Family Justice Center 받은 트레이닝을 LGBTQ 

평가에 관한 일로 훈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의 평가는 오직 비 LGBTQ 에 

대한 것이잖아요. 

15:25:32 From Isadora Coates :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제도적 폭력의 

권력과 통제에 관해서 유용한 읽을거리 – Dean Spades 저 ' Normal Life' 

15:28:38 From Angelica Addison : 학대받은 파트너나 그들의 아이들을 감옥 

시스템으로부터 더 잘 보호 받을 수 있는 과거의 정책 혹은 비교적 최근의 정책이 

만들어졌나요? 

15:33:19 From Carrie - Circle Vermont : 핫라인 (상담 전화 서비스) 

15:33:26 From Courtney Barrie : 캠퍼스 기반의 피해자 서비스 

15:33:31 From Lori Nelson : 위기상담전화, 자각의 달(month) 

15:33:32 From Kendall Kramer : 투명한 옹호 

15:33:33 From Kaitlyn Huber : 즉석 위기 개입 

15:33:33 From Theresa Adlam : 범죄 보상 이전 기금 

15:33:34 From Hunter Datres : 그룹 지원 

15:33:34 From Bethany Coldren : 제가 사는 지역에는 남서부 펜실베니아 주에는 

가정폭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15:33:37 From McKenna Kline : 동료 지원 그룹 

15:33:37 From Geoffrey Stratton : 비대립적 그룹 

15:33:39 From katie sutton : 상담소 기반의 위기상황시 주택 공급 

15:33:39 From Johanna Durazzi : 배포물/팸플릿/활동지 

15:33:39 From Heather Bellew : 법률 옹호 

15:33:39 From Deborah McCurdy : 쟁점들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옹호. 

15:33:40 From Jodi Sowden : 지원 그룹 

15:33:40 From Rhonda Nichols : 안전 계획 기간 

15:33:40 From Kaitlyn Huber : 경찰 훈련 

15:33:41 From Rosa Torres : 지원 단체 

15:33:41 From Angelica Addison : 영화/다큐멘터리 

15:33:41 From Johanne Delly : 우리 프로그램에 LGBTQ 지원 그룹이 있습니다 

15:33:42 From Joanna Fosque : DV보호소 



15:33:43 From reed (he/they, RVA) : 동성애/성 소수자들을 의한 또는 그들이 만든 

단체들 

15:33:44 From Tania Romero : 지원 그룹 및 핫라인. 

15:33:44 From Marisha Childs : 소송절차에 법률서비스를 제공 

15:33:46 From Carrie - Circle VT : DV/SV 보호소들 

15:33:46 From Denise Scotland :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트라우마 정보를 가지고 

생존자 중심의 접근! 

15:33:46 From Kaylee Moore : 보호소들 

15:33:48 From M. Pacelli : 24/7/365 외상 정보 지원 

15:33:49 From Gabrielle Dietrich : 기밀 업무 

15:33:50 From Linnea Johnson : svp 

15:33:51 From Jessica Feighan : 예방 교육 

15:33:52 From Ryan Seufer : 직원 교육, 연합 교육 

15:33:53 From Jazmine Booth : 위기 센터, 안전 계획 

15:33:56 From Daryl Trowbridge : 법률 옹호 

15:33:56 From Jill Grampovnik : 위기, 지원 그룹, 안전 계획 

15:33:57 From Kaitlyn Huber :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3:57 From Christine Boyles : 24/7 핫라인, 지원 그룹, 무료 치료 및 옹호 서비스 

15:33:57 From Heather Bellew :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15:33:57 From M. Pacelli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5:33:58 From McKenna Kline : 공익광고를 통한 표현 

15:33:58 From Jessica Feighan :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15:34:01 From Tina Recker : 학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교육 

15:34:01 From Lori Nelson : 믿는 것으로 시작 해보세요 

15:34:01 From Liv Linn : 저희가 당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15:34:01 From Liv Linn : 당신이 당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15:34:02 From Johanna Durazzi : 당신은 인정 받습니다 

15:34:03 From Angelica Addison : 음악 및 연예인 커플의 역할(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15:34:03 From Marisha Childs :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15:34:08 From Charlotte Burrell : 카운슬링 

15:34:08 From Charlotte Burrell : 카운슬링  

15:34:08 From Jessica Feighan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4:09 From Carrie - Circle VT :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4:10 From Tina Recker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4:10 From TerraAnn Thompson : 권한 부여 및 강점 기반 양식 

15:34:10 From Jasmine Acevedo : 당신의 감정은 인정받고 있어요 

15:34:14 From Kaitlyn Huber :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4:14 From Christine Boyles : 공유해 줘서 감사해요 

15:34:14 From Deborah McCurdy : 저희는 모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환영하는 

보호소입니다.  



15:34:14 From Deborah McCurdy : 우리는 DV 의 모든 희생자들을 환영하는 

쉼터이다 

15:34:15 From Charlotte Burrell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5:34:15 From Lexa Dearlove : “머무를 필요 없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34:16 From Daryl Trowbridge : 무엇이 필요 하신가요? 

15:34:16 From Heather Barnes : 루이빌에는 LGBTQ 청소년 그룹이 있어 젊은 

사람들을 지지 해주는데 종종 간과됩니다 

15:34:16 From Marisha Childs : 당신의 경험에 전문가는 당신입니다 

15:34:17 From Jenna Clayton : ‘Pride’(LGBTQ옹호) 포스터를 사무실 안에 걸어 

두어서 동지라고 알려주기  

15:34:17 From Jenni Palkovic : 당신은 당신 인생의 여정에 가고 있습니다   

15:34:18 From Gabrielle Dietrich : 자율권 

15:34:19 From Valetta Stewart : 그들이 무얼 말하는지 정확히 듣고 주관식 질문을 

제기한다 

15:34:19 From M. Pacelli : 모든 생존자를 환영합니다 

15:34:20 From Amy Ranard :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필요한 점들을 최고로 지지해 줄 

수 있을지 

15:34:21 From Johanne Delly :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15:34:28 From Johanne Delly : 당신은 발언권이 있습니다 

15:34:37 From Ryan Seufer : integrating our 보호소 at FSP  

15:34:42 From Carrie Lippy : 모두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34:57 From Fatima Arain : 참고하세요 : https://www.survivedandpunished.org  

15:35:00 From Heather Barnes : 켄터키 주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 법률을 

적용시켰습니다! 

15:35:05 From Ericka Dixon :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파티마! 

15:35:27 From Jessica Feighan : 코네티컷주는 현재 입법 중에 있어요 (확실히 

멈춰져 있는 중이지만) 

15:35:32 From Tina Vincent : 우리가 안전지대라는 것을 지역사회가 더 잘 알도록 

하세요.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5:35:57 From Lori Nelson : BIPP (구타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15:35:58 From Lori Nelson :  법정 

15:35:58 From Lori Nelson :  감옥 

15:36:02 From Deborah McCurdy : 동의해요, 안전지대 지식은 아주 중요하죠 

15:36:03 From Heather Bellew : 형사사법제도 

 15:36:06 From Sarah Meyerdierks : 감옥. 수감 기간 

15:36:07 From Marisha Childs :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감독 방문 

15:36:08 From Johanna Durazzi : 모욕에 대한 벌금 

15:36:11 From Heather Barnes : 명령 또는 보석 계약 - 시행되지 않은 것들 

15:36:11 From Lexa Dearlove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40 주 

15:36:11 From Marisha Childs : 보호 관찰 

15:36:14 From McKenna Kline : bipp 



15:36:15 From Denise Scotland : 연방국 전역에서 몇 가지 BIS 서비스만 제공해서… 

15:36:15 From Zoe Nesin : 가정법원에서 명령한 BIP 

15:36:17 From Lori Nelson : POs, 

15:36:19 From Lexa Dearlove : 40 주 프로그램 

15:36:19 From reed (he/they, RVA) : 변혁적이나 회복적 사법제도 (가능할 경우) 

15:36:19 From Kendall Kramer :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15:36:20 From M. Pacelli : 휴스턴의 DART(가정학대, 함께회복) 팀 협업 

15:36:20 From Courtney Barrie : 신속한 캠퍼스 조사를 장려합니다 

15:36:24 From Ryan Seufer : DVIP(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 

15:36:33 From Sarah Meyerdierks : 필수 상담 

15:36:37 From Kayla Quigley : 회복적 사법제도 프로그램 

15:36:40 From Geoffrey Stratton : 생존자에 대해 보고하는 비영리 단체 

15:36:42 From Angelica Addison : 경찰 부서 내의 민감성, 책임성 및 개혁의 중요한 

필요 

15:36:53 From Brooke Ely-Milen : 대중 인식 캠페인 

https://www.standupcolorado.org/ 

15:37:02 From Jill Grampovnik : 필수 수업 

15:37:06 From Deborah McCurdy : 보호 명령과 옹호. 

15:37:14 From M. Pacelli : DART 에는 DA, HPD, HAWC(우리) 및 SANE 간호사 

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존자가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5:37:23 From Debra Hoffmann : 경찰과 함께, DV 경찰관 

15:37:25 From M. Pacelli : 그리고 보호소로 빠른 대피 

15:38:19 From Tania Romero : 보호 명령과 BIPP 프로그램. 

15:38:39 From Carrie Lippy : 제가 상황 판단이 늦었지만 훌륭한 질문입니다, 안젤라. 

생존하고 처벌받는 것 외에도, 저는 경찰 및 법 집행 시스템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감옥 시스템이 생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적인 체포와 의무적인 보고와 같은 것에 

대한 개혁은 생존자들이 경찰 및 법 집행 시스템과 접촉해야 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38:52 From Isadora Coates : 회복적 사법, 의무적인 과정,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대자들을 복역시키기 위해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뼈에 반창고를 붙이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회복과 트라우마 정보 제공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15:39:06 From Angelica Addison : IPV(가까운 파트너의 폭력)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인종역학의 교육과 도전  

15:39:19 From Denise Scotland : DV 를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소외된 인구들을 

생존자나 모든 사람들(생존자와 학대자)에게 오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39:44 From Denise Scotland : 자유자재로 고용/해고하기 

15:39:54 From Lisa Battaglia : 노조 선택 일할 권리 주(Right to Work State) 



15:41:02 From Ericka Dixon : 드니스, 훌륭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생존자의 자결권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옵션과 가능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생존자 중심 업무는 그것이 

개인적인 일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그것이 생존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경찰과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반대로도 적용 되고요. 만약 생존자가 형사법 체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겠죠. 

15:41:27 From reed (he/they, RVA) : 연장 대 무기 

15:42:06 From Ryan Seufer : 그들은 모든 정보를 홍보하고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15:42:34 From Denise Scotland : 생존자 중심의 업무 방식은 이해 하겠지만, 때때로 

주에서 DV 를 범죄로 규정하면 생존자를 위한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15:43:18 From Carrie Lippy : 드니스,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Leigh Goodmark의 

DV 범죄해제라는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https://www.ucpress.edu/book/9780520295575/decriminalizing-domestic-violence  

15:43:43 From Denise Scotland : 감사합니다! 

15:43:46 From Gillian Galdy :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멸적이다 

15:43:50 From Carrie - Circle VT : 두려움/불안감 

15:43:54 From Heather Bellew : 공포를 조성하기 

15:44:02 From Debra Hoffmann : 그것이 무력한 아이같이 느껴지게 한다  

15:44:05 From Lori Nelson : 수치심, 특히 지속적인 부상이 있다면  

15:44:12 From Shuan King : 그들의 행동이 따귀를 때리는 반응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15:44:17 From Bethany Coldren : 길들이기와 두려움 - 여러 번 발생할 경우 "내가 

잘못하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15:44:18 From Charlotte Burrell : 창피함 

15:44:18 From Isadora Coates :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과 권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5:44:25 From Johanne Delly : 과소평가 하기 

15:44:29 From Angelica Addison : 특정한, 친밀한 관계를 금지하기 위해  

15:44:29 From Jill Grampovnik : 공포 조건화 

15:44:37 From Carrie Lippy : 드니스, 구그마크는 당신이 말하는 요점에 대해 논하고 

있어요. DV 분야에서 형사 법률 시스템이 해왔던 역사적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논의가 증가하고 있어요.  

15:44:41 From Sarah Meyerdierks :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다칠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야기했다 

15:44:41 From Tina Vincent : 학대자는 파트너를 자기 자리에 앉힌 것처럼 느낄 

것이다. 

15:44:43 From Carrie - Circle VT : "그것은 단지 손찌검일 뿐이야. 난 훨씬 더 

심하게 할 수 있어." 

15:45:18 From Sarah Meyerdierks : 통제권을 되찾기 

15:45:19 From Lori Nelson : 논쟁을 끝내려고 

15:45:19 From Carrie - Circle VT : 자기방어 



15:45:23 From Lexa Dearlove : 자기방어 

15:45:24 From Lori Nelson : 도망갈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5:45:25 From Tina Vincent : 두려움을 보이지 마세요! 

15:45:25 From Ryan Seufer :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5:45:27 From Jessa Winas : 아양부리기. 

15:45:27 From Heather Bellew : 자신들을 보호하기 

15:45:31 From Jazmine Booth : 정당방위 

15:45:32 From Julie Goble : 불만 반응 

15:45:34 From Jasiah Ruiz : 스스로 통제력을 얻으려 노력한다 

15:45:34 From Brooke Ely-Milen : 그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5:45:34 From Kaylee Moore : 어떤 형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15:45:37 From Denise Scotland : 더 폭력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15:45:41 From Lexa Dearlove : 반응을 원하기 때문에 달래보기 

15:45:42 From Jessica Feighan : 힘을 다시 가져온다 

15:45:42 From Heather Barnes : 본능/기본적인 반응으로서 

15:45:42 From M. Pacelli : 확실한 저항 

15:45:43 From Bethany Coldren :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15:45:44 From Geoffrey Stratton : 제어 및 조절에 저항하세요 

15:45:47 From Ryan Seufer : 힘겨운 것에 대한 분노를 풀어라  

15:45:55 From Charlotte Burrell : 힘을 어느정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15:45:57 From Brooke Ely-Milen : 아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집중하기 

15:46:03 From Tammy Oliver : 그들의 힘을 되찾기 위해  

15:46:14 From Tiffany Perry : 폭력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세요 (예: 어린이들을 

방어할 때) 

15:46:25 From Esther Bradeen : 긴장 상태를 더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 

15:47:36 From Ryan Seufer : 심사할 때 누가 누구인지 고려하기 전에 전체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15:47:42 From Ryan Seufer : 누가 시작했는지 뿐만 아니라 

15:47:49 From Ryan Seufer : 또는 누가 행동을 취했는지 

15:48:01 From Ryan Seufer : 질문을 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라고 

묻습니다 

 

15:48:10 From Angelica Addison : 이것은 틀림없이 타이거 우즈와 그의 전 부인에 

대한 언론에서 뉴스로 다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녀는 그를 신체적으로 공격했지만 

체포되지 않았는데 역할이 바뀌었으면 타이거는 체포됐을 겁니다. 성별과 인종적 

불공평한 이중 잣대이죠. 

15:50:01 From Carrie Lippy : 안젤리카, 당신이 LGBTQ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15:50:01 From Angelica Addison : 물론 이것은 불륜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공평한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무시할 수는 없죠. 



15:51:28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www.nwnetwork.org/events  

15:51:32 From Ellen Yin-Wycoff :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여러분께서 기입해주실 

수 있는 웨비나 평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r/X8HZSR6 

15:51:33 From Lexa Dearlove : 이런 평가들은 무료인가요? 

15:51:42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그곳에서 시청할 수 있는 

녹화된 웨비나를 보관해놨습니다. 

15:51:47 From Lexa Dearlove :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훈련하고 나면 

15:51:51 From Lexa Dearlove : 감사합니다! 

15:51:57 From Bethany Coldren : 웨비나뿐만 아니라 평가도 무료인가요? 

15:52:33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베서니, 우리의 현장교육 

평가 트레이닝 말하는 거야? 

15:54:26 From Debra Hoffmann : 여기 앨라배마 볼드윈 회사에서는 무시당해 

15:54:26 From Johanna Durazzi : 나도 똑같이 궁금했었어요. 평가판을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15:55:22 From Geoffrey Stratton : 생존자가 지원을 위해 특정 직원에게 의존하는 

경우, 직원이 이직하면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15:55:24 From Isadora Coates : 네, 파티마,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정한 사회사업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 봤어요. 

15:55:51 From Ryan Seufer : 제가 누군가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스러웠어요. 

15:56:21 From Angelica Addison : 정체성 정치학 또한 투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5:56:29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저희의 평가 웨비나 

시리즈(총 3.5 부)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하며, 3개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평가 도구 사본을 받게 되십니다. 현장교육은 보다 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레벨에서의 구매/구현 등과 조직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57:09 From Geoffrey Stratton : 직원이 떠난 후 신뢰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가 추가적인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57:31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저희는 라이브 웨비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만 슬라이드의 PDF 를 보내지만, 그 자료들은 녹화 

기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5:57:32 From Angelica Addison : 문화적인 공감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해야죠. 

15:57:58 From Ellen Yin-Wycoff : 안녕하세요! 오늘 웹비나 평가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https://www.surveymonkey.com/r/X8HZSR6 감사합니다! 

15:58:00 From Carrie Lippy : 조하나, 훌륭한 질문입니다. 평가는 무료이지만, 

공급업체/조직이 저희의 평가 트레이닝 시리즈를 받은 후에만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 

교육이 공급업체와 조직이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수년간 밝혀왔습니다. 

15:58:31 From Carrie Lippy : demonstrateaccess.org 



15:58:48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마워요 캐리!  

16:00:22 From Denise Scotland : 한 조직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넓은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0:36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이거 훌륭한 자료고 

여러분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담긴 도움말 용지가 있습니다! 

16:01:21 From Jordan Steiner : ICAT(커뮤니케이션, 평가 및 전술 통합)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16:01:22 From Angelica Addison : 저희가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리스트도 

있으신가요?  

16:02:37 From Heather Barnes : 이런 예상 자료 너무 좋아요!! 

16:04:02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안젤리카, 훈련 정보를 

받으시려면 marci@nwnetwork.org 으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16:04:31 From Angelica Addison : 오케이, 고맙습니다. 

16:05:30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드니스, 저희가 비용을 

따지는 몇 가지 요소를 저울질하지만, 어떤 단체(organization)가 우리의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저희는 평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온종일 이틀, 또는 

3 일을 요구합니다. 저희의 요율은 OVW TTA 쵀대한 일당 650 및 출장비 (per diem) 및 

여행비입니다. 

16:06:22 From Denise Scotland : 고마워요 마시! 

16:06:32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물론이죠 :) 

16:06:47 From Heather Barnes : 저는 트랜스젠더 생존자들이 주류 조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 누가 학대자 또는 피해자인지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에게 오로지 부정적 결과만 낳는 상황입니다. 

16:07:07 From Heather Barnes : 또한 제 의견으로는, LGBTQ 인구가 일반적으로 

폭력을 경험할 가장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6:08:48 From Heather Barnes : 질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웨비나 끝난 

후에 따로 8 사용할 수 있습니까? (팀 미팅에서 공유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16:08:53 From Carrie Lippy : LGB IPV 에 대한 가장 좋은 국가 통계는 CDC 의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nisvs_sofindings.pdf 에 나와 있습니다. 

16:09:06 From Carrie Lippy : 거기서 양성애 생존자들에 의해 보고된 높은 폭력의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16:09:07 From McKenna Kline : 네. 슬라이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6:10:34 From Fatima Arain :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슬라이드와 녹음을 보내드릴 

거에요! 

16:11:30 From Ellen Yin-Wycoff : 예, 오늘 웨비나에 이어 웨비나 녹화, 슬라이드, 

평가에 대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음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6:12:24 From Angelica Addison : 학대자들을 위한 치료/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란 방식이나 자라면서 들은 들은 것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학대자들은 변화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상충되는 결과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16:12:44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알았습니다! 

16:12:45 From Ellen Yin-Wycoff : 우리는 또한 모든 FVPSA 주 관리자들에게 

웨비나 녹음과 목록 서비스에 대한 슬라이드를 발송할 예정이고, 이를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폭력연대(domestic violence coalitions)를 발표할 겁니다. 

16:13:18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http://lgbtqipv.org/wp- 

content/uploads/2018/11/LGBTQ-Institute-SOGI-Data-Collection-Resource-

Guide_final.pdf  

16:13:36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수집 자원 가이드! 

16:15:06 From Lexa Dearlove :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벤트와 트레이닝을 클릭하고, 

드롭다운에서 클릭했을 때 어떤 웨비나도 볼 수가 없어요. 사파리와 크롬으로 했습니다.  

16:15:24 From Fatima Arain : 안젤리카, 우리는 학대자들이 책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치료사나 상담자들이 그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분야는 실제로 그들이 책임감을 지는 능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 해 볼 수 있길 바래요! 

16:15:33 From Denise Scotland : 우리가 녹음과 PPT 를 받으면 이 모든 멋진 링크를 

공유할 수 있나요? 때때로 사람들은 채팅에 접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16:15:52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데이터 수집에 관한 

웨비나가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Form and Function: Using 

Inclusive and Culturally Responsive Language When Gathering Data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형태 및 기능: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자료 수집 시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언어 사용)- 

https://nwnetwork.adobeconnect.com/form-jun20/event/registration.html 

 

16:16:07 From Fatima Arain : 저희 이벤트 페이지(event page)의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https://www.nwnetwork.org/events 

16:16:08 From Reed (he/they, RVA) : Zoom 그룹채팅도 공유할 수 있어요:)  

16:16:48 From Denise Scotland : 좋은 정보네요, 리드 고마워요! 

16:19:31 From Ellen Yin-Wycoff : 네, 오늘 웨비나에 이어 모든 분들과 함께 웨비나 

녹화와 함께 채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20:04 From Zoe Nesin : 지난 몇 년 동안 평가 웨비나가 크게 변경되었나요? 참석 

했었지만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6:20:05 From Carrie Lippy : https://www.nwnetwork.org/events 

16:20:07 From Ellen Yin-Wycoff : 웹 세미나 평가를 꼭 해주세요: 

https://www.surveymonkey.com/r/X8HZSR6 

16:20:36 From Denise Scotland : 좋습니다, 엘렌 고마워요. 그리고 평가도 할게요! 



16:23:18 From Fatima Arain : 참고로, 여러분들의 단체를 위한 특정 교육이 아닌 한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16:24:47 From Fatima Arain : fatima@nwnetwork.org 

16:25:19 From Ericka Dixon : edixon@avp.org :) 

NCAVP(전국반폭력프로그램연합)에 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6:27:10 From Fatima Arain : 기관 전체에 저희 네 명 밖에 없어요! 하하. 그러니 

저희가 여러분들께 완전히 답변을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16:27:11 From Ellen Yin-Wycoff : 코칭 면담에 대한 정보는 후속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6:27:59 From Ellen Yin-Wycoff : NNEDV/전국가정폭력종식네트워크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capacity_ta@nnedv.org 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6:28:09 From Angelica Addison : 이메일에 슬라이드도 포함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16:28:24 From Marci Taitt (she/her, LGBTQ Institute) : 네, 꼭 연락 주세요! 

marci@nwnetwork.org 

16:28:28 From Valetta Stewart : 저희를 그 과정에 참여시켜 줘서 좋아요!!  

16:28:33 From ALice Caron : 이메일 주소도 저희 모두한테 이메일로 보내실  

건가요? 

16:28:38 From Ellen Yin-Wycoff : 네, 저희가 파워포인트 자료 보내드릴 거에요.  

16:28:48 From Valetta Stewart : 감사합니다 

16:28:52 From Angelica Addison : 멋져요!  

16:28:57 From Helene Harris : 감사합니다! 

16:28:58 From Tonia Moultry : 코칭 전화는 주 와 주 행정관(state 

administrators)과 주 연합체(state coalitions)를 위한 주 계획(state planning) 및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6:29:00 From Maylen Martinez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6:29:01 From Tonia Moultry : 감사합니다 

16:29:03 From Rocio Barajas : 감사합니다 

16:29:04 From Rosa Torres :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29:05 From Joanna Fosque : 감사합니다!! 

16:29:08 From Zoe Nesin : 감사합니다!  

16:29:12 From Lori Nelson : 감사합니다!!!  

16:29:12 From Sarah Demps : 감사합니다!  

16:29:12 From ALice Caron : 감사합니다 

16:29:12 From Denise Scotland : 감사합니다!  

16:29:13 From Melisa Linden : 감사합니다 

16:29:13 From Tracy Hayden : 모두 감사합니다 :0 

16:29:14 From Fatima Arain : 모두 이곳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29:15 From Tania Romero : 감사합니다. 

16:29:15 From Megan Landis : 감사합니다!  



16:29:17 From Jazmine Booth : 감사합니다 

16:29:19 From Jennifer Elliott :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16:29:23 From Debra Hoffmann : 감사합니다! 

16:29:23 From Jordan Steiner : 감사합니다!!  

16:29:24 From Jessica Feighan : 감사합니다! 

16:29:24   From Sarah Meyerdierks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16:29:26 From Angelica Addison :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정보들이 꽤 

돼네요.  

16:29:28  From Deirdre Sherman: 감사합니다!  

16:29:29     From Bianca Wooten:  감사합니다 

16:29:32  From Isadora Coates: 정말 감사합니다. 

16:29:43 From Maria Martinez : 감사합니다 

16:29:43 From Maria Martinez : 감사합니다 

16:29:45 From Maisorsayang :  감사합니다. 

16:29:57 From Jessica Mayall : 감사합니다. 

16:29:34 From Bethany Coldren: 감사합니다! 

16:29:40 Sonya Yelbert :  감사합니다! 

16:29:43 From Maria Martinez : 감사합니다! 

16:29:44 From Jill Grampovnik : 감사합니다! 

16:29:45 From Maisor sayang : 감사합니다! 

16:29:57 From Jessica Mayall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