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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란?
학대란
노인 학대(elder abuse) 또는 방임(neglect)은 노인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재정적 형태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학대와 일부
방임은 형사 범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학대와 방임은 해롭습니다
•

학대와 방임이 되는 행동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o

폭행, 거칠게 대함 또는 부적절한 제재

o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음

o

상습적으로 말로 업신여기거나 위협하는 학대

o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오랫동안 홀로 둠

o

돈이나 소지품을 훔치거나 돈을 함부로 사용함

o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

o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또는 성희롱

o

약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줌

o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희망을 무시하고 대신 결정함

노인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

피해를 볼 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폭력이나 방임 행위의 피해자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징후의 예
o
o

멍, 멍든 눈, 부은 자국, 찢어진 상처 또는 치료 중인 부상 등 신체상의 징후
기분의 기복, 낮아진 개인 안전 의식, 예민해진 후각이나 청각, 감정 분리, 관계 단절 등
정서적 징후

내가 학대받고 있거나 학대받는 다른 사람이 염려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되나요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노인 학대나 방임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단지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o VictimLINK(피해자링크): 1-800-563-0808 또는 웹사이트 www.VIctimLinkBC.ca.
o

노인 학대 정보 전화(Seniors Abuse & Information Line, SAIL): 604-437-1940 | 1-866-4371940 (무료 전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당장 위험하거나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면 911 에 전화하십시오.

•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하시면 거주지 경찰서의 비응급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시면 VictimLINK 에 1-800-563-0808 로
전화하시거나 노인 학대 정보 전화 604-437-1940 으로 연락하여 상의하십시오.

•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성인에게 말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의사나 가정 방문 돌보미, 가정 방문 간호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학대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학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나요
노인 학대나 방임은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시면
VictimLINK 에 1-800-563-0808 로 전화하시거나 노인 학대 정보 전화 604-437-1940 으로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모르거나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VictimLINK 는 BC 주에서 구사되는 모든 주요 언어에 대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ctimLink BC 연락처: 1-800-563-0808 또는 www.VictimLinkBC.ca.

피해자 서비스 범죄 예방부(Victim Services & Crime Prevention) 실무진과 BC 노인 대변 지원 센터(BC Center for Elder
Advocacy and Support)(bcceas.ca)가 이 정보 안내지 제작을 도왔습니다.
이 정보 안내지의 제작은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