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징후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비롯한 누군가가 때리거나 밀거나
손바닥으로 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을 방 안에 가두거나 가구에 묶어두는 등
노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노인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노인이
친구나 친척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기방임: 노인이 자기자신의 개인위생, 적절한 옷 착용,
식사, 의료 상태 처치 등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유형입니다. 더 일반적으로는 개인 건강/위생/
생활 상태 측면에서의 자기 관리 소홀도 자기방임으로
간주됩니다.
방치: 보호자나 누군가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욕구로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사회적 욕구, 음식, 약, 의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 성적 행위를 강제로 보거나 참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 갈취: 노인의 돈이나 소유물을 뺏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퇴직 수당 또는
사회 보장 연금을 갈취하거나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허락 없이 유언장, 은행계좌, 생명보험, 집주인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그만둔다.
감지 않은 머리와 더러운 옷으로 지저분해 보인다.
수면 장애가
생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준다.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난폭하게 행동한다.
몸을 자꾸 앞뒤로 흔드는 등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징후를 보인다.
영문을 모르는 멍, 화상, 베인 상처, 흉터가
보이거나 안경/안경테가 부러져 있거나 신체적
처벌 또는 억제 흔적이 보인다.
9%

의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몽고메리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

(

(Adult Protective
Services of
Montgo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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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 노인 학대는
방치형 학대
몽고메리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

(

(Adult Protective
Servi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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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 노인 학대는
자기방임형 학대
몽고메리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

(

(Adult Protective
Services of
Montgomery
County)

욕창이나 기타 예방 가능한 질환이 생겼다.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안경, 보행기, 틀니,
보청기, 의약품 등)
퇴거 통보 또는 대출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
생활 상태가 위태롭거나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이다.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징후를 보이거나
충분한 금전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체납된다.

0.6%

의 노인 학대는
성적 학대
법무부, 국립 노인
학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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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 노인 학대는
금전적 갈취형 학대
몽고메리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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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4.5%

의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
법무부, 국립 노인
학대 센터)

(

(Dept. of Justic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누군가 당신을 학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창피해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뢰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종교 지도자, 교우 등)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세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911로 신고하세요. 학대 사실을
신고하려면 성인 보호 핫라인(Adult Protective Hotline)인
240-777-3000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아는 누군가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해보세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든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근처의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에 같이
가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노인 학대 관련 정보

어떤 노인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911에 신고하세요.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연중무휴 위기 관리 센터 핫라인(Crisis Center Hotline)
240-777-4000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240-777-3000
노인돌봄 핫라인(ElderSafe Hotline) 301-816-5099

소비자 금융 보호국, 미국 노인을 위한 메릴랜드
사무소(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Office for Older Americans)

무료

855-411-2372(
)
https://tinyurl.com/4smsyau5

전국 노인 사기 핫라인(National Elder Fraud
Hotline)

또는

833-FRAUD-11
833-372-8311
https://tinyurl.com/2p988rvu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Montgomery County DHHS
1401 Rockville Pike, 3rd Floor
Rockville, MD 20852
: (240) 777-4517
: (240) 777-4564
: AAHI@montgomerycountymd.gov
: www.AAHIinfo.org

출처는 NIH 국립 노화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입니다.
https://tinyurl.com/NIAElder

(Adult Protective Services Agency)
401 Hungerford Drive, 3rd floor
Rockville, MD 20850
240-777-3000

또는
에 전화하여 학대 신고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911에
신고하세요.

노인 학대

스캔하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AAHI를 방문하세요.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https://AAHIinfo.org/aahi-resources/

정보 자료 제공:
법무부, 국립 노인 학대 센터, MCDHHS 노령화 및 장애 서비스(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and MCDHHS Aging & Disabil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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