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BTQ 생존자를 위한 
우리의 서비스 역량 구축하기
파티마 아레인(Fatima Arain), 에리카 딕슨Carrie Lippy, 캐리 
리피 & 마시 테이트-라마(Marci Taitt-Lamar)



오늘의 목표:

• Institute(기관) 소개, 우리 소개, 우리가 하는 
일을 공유하기.

• 제공하는 TTA 유형의 샘플 제공

• 저희와 연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 웨비나 참석자는?
설문 조사 
질문

당신의 역할 및 조직

Chat Box
문자방

오늘 웨비나 참석자는?

주 연합 및 주 행정관



LGBTQ Institute 
(기관)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참여직접 지지Training & TA

Relationship Skills 
Class(유대관계 기술 
수업)

Community-building 
programs
지역사회 구축 프로그램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청년 리더십 개발 

1:1 지지

지원 그룹

THE 
INSTITUTE(기관)!!! 
(NCAVP 와 함께)

다른 트레이닝 및 TA



LGBTQ Institute(기관)
의 목표:

제공자(provider), 조직 및 시스템이 
친밀한 파트너 폭행의 LGBTQ 
생존자들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량을 확장하기



교육, 연수 및 
기술 지원

연구

및

평가

정책

및

분야 비전 마련

협업 및 파트너십



교육, 연수 및 기술 지원

•  질의응답 회의(Summit)

•• NCAVP 원탁회의

•• 매달 웨비나 주관

•• ICAT 원격 학습 코호트

•• 파트너십 및 협업



• 필수 보고

•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한 
보고서

• LGBTQ 생존자 설문 조사

•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

• SO/GI 데이터 수집

정책.

연구



정책

• 의무적 체포
• 필수 보고하기
• 안식 보호소
• 인사 관련 정책
• 겨냥된 권장 사항



이제까지 LGBTQ Institute(기관)
가 제공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손을 드세요



평가:
LGBTQ 가정폭력(DV) 생존자들을 지지하는데 

기초 기술



지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까?

채팅창에서 답변을 
공유해주십시오



• 생존자: 타인의 권력 및 통제의 생존자 패턴을 겪는 사람. 

• 가해자/학대자:  타인에 대한 권력 및 통제의 패턴을 확립하는 사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 지지자 모델은 파트너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 24시간-7일 일어나는 통제 패턴을 확립한다. 

• •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를 통제하고 착취한다. 

• •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 - 그중 어떤 패턴은 불법이다. 대부분 전략은 
합법이다. 

• 억압적 시스템 및 사회적 불평등 및 억압적 시스템에 의존해서 파트너를 
통제한다. 

지지자 모델 언어 





• 피해자: 폭행 범죄를 당한 사람.

• 가해자: 폭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한편, 형사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특정 사건을 해결하고 해당 사건이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 학대적 통제 패턴이 아닌 "시간 안의 순간"을 평가한다.

• -제도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편견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법에 따라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형사법 제도 언어 





지지자 모델 언어               형사법 제도 언어 
• 생존자: 타인의 권력 및 통제의 생존자 패턴을 겪는 사람. 

• 가해자/학대자:  타인에 대한 권력 및 통제의 패턴을 

        확립하는 사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 지지자 모델은 파트너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24시간-7일 일어나는 통제 패턴을 확립한다. 

•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를 통제하고 

    착취한다. 

•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 - 그중 어떤 패턴은

    불법이다. 대부분 전략은 합법이다. 

   억압적 시스템 및 사회적 불평등 및 억압적 

    시스템에 의존해서 파트너를 통제한다. 

• 피해자: 폭행 범죄를 당한 사람.

• 가해자: 폭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한편, 형사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 - 특정 사건을 해결하고 해당 사건이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 학대적 통제 패턴이 아닌 "시간 안의 

순간"을 평가한다.

• -제도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편견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법에 따라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니즈 평가 
대 

스크리닝 인 또는 
스크리닝 아웃



반폭력 운동은 
생존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많은 

배려를 한다.
즉,

가해자들이 하는 일



생존자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생존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자가 무엇을 하는지도 이해 
해야 한다. 



자기 결정 안전*

책임

권력, 통제 및 착취의 
패턴을 겪는 사람은: 
"생존자”

권력, 통제, 착취의 
패턴을 확립하는 
사람은: "학대자" 

🡺

🡺
* 순서가 중요하다



.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것은?



생존자를 위한 지원 
비밀 안식 보호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머물고, 숨고, 

    재집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 단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안전 계획: 내부 조언 및 소개, 주의할 점, 미리 생각하는 방법

커뮤니티 메시지: "생존자를 믿어라! 피해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 보호 명령, 법적 지원 및 정보

피해자의 권리, 기소 중 피해자 지지
입주자 권리: 예로, WA(워싱턴) 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DV(가정폭력) 

     때문에 주택이나 임대 갱신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취업 지원: 법원에 가기위해 휴무, 고용을 위해 보호된 계층

추가로: 이민 지지, 의료 지지, 복지 촉진을 위한 파트너십, 직업 훈련, 주택 
지지, 육아 보육...



.

폭행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설정한 것은 

무엇인가?



가해자의 책임
범죄화된 가정폭력: 법 집행 시스템과 경찰을 위한 훈련과 규범, 
기소하기 위한 검사들의 투자, 트레이닝 받은 판사

(접근 금지) 보호 명령: 집에서 나가고, 파트너에게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잃음.
구타자들의 중재: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탓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회의 시간 및 장소의 
기록을 알 수 있다. 구타자 중재 직원(Batterers’ Intervention 
staff)이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피해자 체크인.
체포: 연락하지 않도록 명령, 무기를 넘겨주다, 집에서 제거, 
기록에 올림, 구금에 미치는 영향
유죄 판결의 어떤 결과: 특정 직업은 못함: 보안, 경찰, 간호사, 
육아, 가정 의료 종사자, 교사(많은 ‘여성의 일’), 잠재적 추방, 
영주권 상실
커뮤니티 메시지: 폭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동체는 
개입해야 하고, 무력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p. 24



지원 단체: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안전 계획: 내부 조언 및 소개, 의료 
지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직업 훈련, 주택 주의할 점, 미리 
생각하는 방법. 커뮤니티 메시지: 
"생존자를 믿어라! 피해자를 탓하지 
마라.” 접근 금지 보호 명령, 법적 지원 
및 정보 
피해자의 권리, 기소 중 피해자 지지
입주자 권리: 예로, WA(워싱턴) 
주에서는 DV(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DV(가정 폭력) 때문에 주택이나 임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업 지원: 법정 출두 위해 휴무, 취업을 
위해 보호된 계층
추가로: 이민 지지, 옹호, 육아 보육...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비난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를 
감시하고, 연락 명령도 없고, 무기를 
넘겨주고, 집에서 치워지고, 기록에 
따르면 구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안, 
법 집행, 간호, 육아, 가정 의료 종사자, 
교사, 추방 가능성,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 LGBT 사람들이 관계의 "본성"을 
홍보하기 위한 잠재적 외출. 폭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동체는 
개입해야 하고, 무력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생존자
가해자 

p. 25



기소, 최소 형량,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비워야 하고, 파트너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잃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비난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를 감시하고, 연락 명령도 
없고, 무기를 넘겨주고, 집에서 
치워지고, 기록에 따르면 구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안, 법 집행, 간호, 육아, 
가정 의료 종사자, 교사, 추방 가능성,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 LGBT 사람들이 
관계의 "본성"을 홍보하기 위한 잠재적 
외출. 폭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동체는 개입해야 하고, 무력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비밀 보호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숨어있거나, 
재집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체: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안전 계획: 내부 조언 및 소개, 의료 
지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직업 훈련, 주택 주의할 점, 미리 
생각하는 방법. 커뮤니티 메시지: 
"생존자를 믿어라! 피해자를 탓하지 
마라.” 접근 금지 보호 명령, 법적 지원 
및 정보 
피해자의 권리, 기소 중 피해자 지지
입주자 권리: 예로, WA(워싱턴) 
주에서는 DV(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DV(가정 폭력) 때문에 주택이나 임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업 지원: 법정 출두 위해 휴무, 취업을 
위해 보호된 계층
추가로: 이민 지지, 옹호, 육아 보육...

 childcare…

생존자
가해자



 폭행하는 사람들이 생존자 
서비스와 옹호 활동에 접근할 
수 있을 때 파트너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생존자가 가해자 치료에 
포함되면…

그들의 자기 결정과 안전이 
저하된다.



파트너를 폭행하는 사람이 
파트너에 대한 권력, 통제 및 
착취 시스템을 성립하기 위해 
파트너를 때리는 행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문자방



학대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학대에 저항하거나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트너를 

때리는 행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문자방



지지자는 누가 
생존자인지 결정하기 
위해 성별 또는 행동 
목록에 의존할 수 없다.  



The Assessment Tool 
(평가 도구)는 유대관계 안에서 다양한 
행동/계약/사건의 내용, 의도 및 효과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질문하도록 지지자를 

지원한다



저희의 평가 교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평가의 역할 및 모든 생존자에 대한 옹호 
개선 방법
• 평가 도구 개요
• 연습 시나리오 (전화하는 사람이 해를
 끼친다고 평가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포함)
• 반 억압 렌즈로 LGBTQ 유대관계 상황을 
보기
• 공동 지지 및 보고 검토가 어떻게 지지력을 
강화하고 평가 절차를 지원하는가?
• 효과적인 옹호에서 트라우마 관리의 역할



주류/지역 DV(가정폭력) 프로그램에서 
LGBTQ 액세스를 증가시키기



많은 주류 조직들이 LGBTQ 생존자에게

 연락하고 효과적으로 돕는 능력을 

향상하길 원하고, 그들의 LGBTQ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긍정적이고 

환영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LGBTQ 직원들을 위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는 

National TA 제공자로서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 원하는 곳에 이미 도달하지 않았다는    
수치심이나 당혹감
• 반발에 대한 두려움
•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압도
• 직원 이직
• "모든 상황에 두루 적용되는 한 해결책”
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다음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시간
• 모든 수준의 기관 참여
• 실수에 대한 유연성 및 진행 과정 변경
• 일회성 교육 이상의 헌신

• 다른 조직과의 협업 및 지원









Institute Cohort Advocacy Training
(코호트 지지 교육 기관)

DV 옹호자, 프로그램 관리자, 안식 보호소(셸터) 

직원, 이그제큐티브 더렉터(전무이사) 등을 위한 

6개월 무료 원격 교육 프로그램

웹 세미나 시리즈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
• Beyond the Wheel(비욘드 더 휠)
• 보호소 (셸터)
• 다양한 지원 그룹 협력
• SO/GI 데이터 수집
• 장애 정의 및 DV 지지
• 강력한 조직 협업 구축

LGBTQ 액세스와 관련된 개념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ICAT 구조

첫 번째 주: 웨비나
둘째 주: 개념 적용
셋째 주: 업무 시간 또는 외상 관리     
시간

네째 주: 조직 비전



LGBTQ 조직들의 역량 증가
  



LGBTQ 커뮤니티는 지원 
접근에 대한 고유한 강점, 
도전 및 장벽을 가진 
문화적으로 특정한 교차 

그룹이다.



이 거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또는/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LGBTQ 
커뮤니티를 위해 
LGBTQ가 만든 
문화적 특정 
서비스 

서비스를 추구하는 
LGBTQ 생존자 
대다수는 주류 
에이전시에서 

서비스를 찾습니다.
및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류 조직 LGBTQ 특정 조직

서비스를 추구하는 LGBTQ 생존자 대다수는 
주류 에이전시에서 서비스를 찾습니다.

LGBTQ 특정 조직에서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이다.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n = 489)

둘 다 액세스 가능한 경우, LGBTQ 생존자의 대다수는 
LGBTQ에 특화된 조직을 주류 조직 보다 선호한다.

거의 7명 중 1명의 생존자들은 어떠한 DV(가정 폭력) 
서비스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LGBTQ 특정 
단체

주류 조직

둘 다 아니다. DV 
서비스를 찾지 않습니다.



LGBTQ에 
특화된 

Mainstream/
주류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음

남성-

젠더퀴어
(동성애자)/Genderqu
eer/ GNC

Trans*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여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존자들은 LGBTQ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주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
거의 4분의 1의 여성들이 주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n = 489)



무성애자

동성애자/범성
애자
(Pansexual)

레즈비언/게이

양성애자

양성애자 5명 중 1명은 DV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양성애자들은 LGBTQ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지 않으며 주류 
프로그램을 선호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양성애자 5명 중 1명은 DV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LGBTQ에 
특화된 

주류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음



NCAVP의 현황
� 18개 활동 중인 조직(콜 참가, 코호트 회원, 데이터 
수집, 위원회 콜)

� 공식 회원 목록에 있는 49개 단체(국가 회원으로 
Forge 및 National Leather Association 포함)

� 7 PAC 코호트 1명(2018-2019)

� 6 PAC 코호트 2명(2019년 ~ 2020년)

� 조직은 대부분 해안 도시 지역과 중서부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NCAVP의 조직 유형



NCAVP 구조
거버넌스 
위원회

Governance 
Committee

전국 역량 구축 
코디네이터  National 
Capacity Building 

Coordinator

다른 직원 
Other Staff

IPV 전국 LGBTQ 
기관

National LGBTQ 
Institute on IPV

NCAVP 일반 회원 NCAVP GENERAL MEMBERS

일반 멤버 전화
General 

Member Calls

연례 라운드 
테이블Annual
Roundtable

CRV 코호트 
Cohort

PAC 코호트 
Cohort

정책 지지 
Policy 

Advocacy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s

연수 Training 
and TA

회원 참여
Member 

Engagement
RIR and
Comms협업 파트너십 

Collaborations + 
Partnerships



LGBTQ 데이터 및 커뮤니티 기반 연구 역량 확대



http://lgbtqipv.org/wp-content/uploads/2018/11/LGBTQ-Institute-SOGI-Data-Collection-Resource-Guide_final.pdf


• 성적 성향 및 성정체성(SOIGI) 데이터 수집

• PFPSA 보조금 수혜자를 위한 지침서

• 2018년 10월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관리국(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y),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의 보조금 번호 #90EV0433-01-00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미국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IPV 국립 LGBTQ 기관(NATIONAL LGBTQ 
INSTITUTE ON IPV)



 SO/GI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
당신은 LGBTQ라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성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LGBTQ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옵션이 많다!

당신의 성별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해당 항목 
모두 표시하십시오 .)
 남성/남성
 여성/여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남성 
대 여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 
대 남성 
 젠더퀴어(동성애자)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기타 사항
(설명:______________
__)



옵션이 많다옵션이 많다 ! 옵션이 많다!

• 당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개만 체크하십시오)

•  이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  게이 또는 레즈비언

•  양성애자

•  확실하지 않음

•  기타 사항(설명:__________)

•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해당 

• 항목 모두 체크하십시오.)

•  게이

•  레즈비언

•  동성연애

•  양성애자

•  이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  퀴어(동성애자)

•  범성애자(팬섹슈얼) 

•  데미 섹슈얼(demi-sexual) 

•  그레이 섹슈얼 q 무성애자

•  질문

•  기타 사항(설명:____________)



어떻게 물어볼까요?

1. 무엇을 평가하고 싶으세요?
2. 누구에게 물어보실 건가요?
3. 어떻게 분석하실 건가요?

Adapted from Greytak, E. (2017). LGBTQ Data Collection., presentation at 2017 AEA Conference



받은 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하십시오)
•  게이
•  레즈비언
•  동성연애자
•  양성애자
•  이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  퀴어(동성애자)
•  범성애자(팬섹슈얼) q 데미 
섹슈얼(demi-sexual) q 그레이 
섹슈얼 q 무성애자

•  질문하는 중
•  기타 사항

(설명하십시오:_________)

당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



받은 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하십시오)
 게이
 레즈비언
 동성연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퀴어(동성애자)
 범성애자(팬섹슈얼) 
 데미 섹슈얼(demi-sexual) 
 그레이 섹슈얼 
무성애자

 질문하는 중
 기타 사항(설명하십시오:_________ )

당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

무성애자 레즈비언 
퀴어(동성애자)/양성애자
양성애자, 그러나 소녀들에게 기울어짐 
범성애자(팬섹슈얼)/데미 섹슈얼(demi-sexual)
소녀.
ACE 스펙트럼에서
양성애자와 레즈비언 폴리아모어 데미
 가이네코필릭 핀 플루이드-로맨틱(lesbian
 Polyamorous Demi Gynecophilic Pan 
Fluid-romantic)
Quoi 무성애자 그레이-무성애자 
성실한 선호 없음
동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이성애자
스트레이트 남성/레즈비언 여성



공동 협력자와 
보고 검토

토론 노트 쓰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쓰고 향후에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를 쓰기 
위해 활용

절차/ 시행 평가!

#womenintech chat

당신이 하는 일을 🡺 연구 증거로 활용하기



www.CBPRtoolk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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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Institute(기관)의 교육 및 기술 
지원 이용하기



교육 및 기술 지원

• 대면 교육 및 원격 교육
• 매월 웨비나 및 웨비나 콘텐츠 전부 아카이브(저장)
• 원격 학습 코호트:
• 연구소 코호트 지지 교육(ICAT/Institute Cohort 
Advocacy Training)
•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대응(CRV/Community 
Responses to Violence)
• 일회성 TA 및 지속적인 TA
• Q&A: National Training Summit(전국 연수 회의)
• 파트너십 및 협업



T/TA: 연락하는 방법!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당사 웹 사이트에서:
• 당사 웹 사이트의 서비스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향후 이벤트 및 교육 기회를 주시하십시오.
맞춤 교육 또는 TA를 요청하면
조직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요청의 계기, 일정, 
교육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후속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Carrie Lippy, PhD Institute Director
(캐리 리피 박사 기관 디렉처)
clippy@nwnetwork.org

Marci Taitt-Lamar, TTA Coordinator
(마시 테이트-라마, TTA 코디네이터) 
marci@nwnentwork.org

Ericka Dixon, NCAVP Coordinator
(에리카 딕슨, NCAVP 코디네이터)
edixon@avp.org

Fatima Arain, Field Coordinator
(파티마 아레인, 현장 코디네이터)
fatima@nwnetwork.org

저희와 연결하십시오!

mailto:clippy@nwnetwork.org


문의사항?



이 출판물은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관리국(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y),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의 보조금 
번호 #90EV0433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미국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