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국
공공사업
노인 학대와 방치

자기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세요.

노인과 부양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L.A.시 노인국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

LA City Department of Aging

(800) 992-1660

221 S. Figueroa St.,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2
(800) 510-2020 / (213) 482-7252
Web: www.aging.lacity.org
E-mail: age.webinfo@lacity.org

롱-텀 케어 옴버스맨
(800) 334-9473
야간 비상 전화
(800) 231-4024

Senior Focus
on
Elder Abuse and
Neglect

정보와 도움에 관한 문의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24 시간
메쎄지 가능 전화 무료 전화:

1 (800) 510-2020

미국 장애인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L.A.시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에 동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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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학대: 육체적인 완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노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성적인
접촉을 가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감정적 학대: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누군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APS)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싱 홈(Nursing Home)같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롱-텀 케어
옴버스맨(Long-Term Care Ombudsman)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 (APS)(800) 992-1660
롱-텀 케어 옴버스맨 -------- (800) 334-9473
야간 비상 전화 ------------ (800) 231-4024

경제적/물질적 착취: 노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APS)는 해당

태만: 노인을 돌볼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에 사건이 접수되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와 도움을

자기 학대: 노인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방치: 노인을 돌보고 있거나,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노인 학대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노인 학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덜트 프로텍티브 서비스
(APS: Adult Protective Services)에 약 9만
여건의 사례가 신고되고 있으며, 이 수치의
5~7배 가량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년 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0%
증가했읍니다.

지역 사회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방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롱-텀 케어
옴버스맨은
스킬드 널싱
퍼실리티즈(skilled nursing facilities),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어덜트 데이케어 센타(adult
day care centers)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 등과 같은 보호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방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케이스 매니저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밖에 학대나 방치 사례의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들
해야할 것: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본인의 노후 부양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두세요.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선별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변호사나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나 금품
증여의 대가로 제시한 부양 제안을 수락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재산이나 금품 보유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지 마세요. 특히
전화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