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란 다음 방법을 통해 노인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학대: 고통, 피해, 또는 신체 부상을 
일으키는 힘의 사용(예를 들어, 때리기나 밀기); 
부적절한 약물 또는 육체적 통제.

 성적 학대: 모든 형태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정신적 학대: 위협, 협박, 희롱, 굴욕, 업신여김, 
또는 고립 등을 포함한 감정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대우.

  방치: 음식, 의류, 잠자리, 약물, 또는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기본 요구 사항의 의도적 박탈. 

  재정 착취: 노인의 금전, 자산 또는 자원의 남용.

     ElderSAFE 의 활동

노인들을 도우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은  
사무실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Charles E. Smith Life Communities 는 다음  
목적을 위한 첫 프로그램으로 워싱턴 DC  
지역에 ElderSafe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MD, DC 및 VA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사회 
정부기관의 추천 수용

  비밀 상담, 의료 및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 제공

  노인 대변 활동

  지역사회의 정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종교인을 통한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식 쌓기

ElderSAFE 센터는 노인 학대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 – 
지역 내 정부기관, 병원 및 사회 서비스 기관 – 
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학대로부터 노인 보호



     노인 학대의 경고 징후

노인이 혹시?

  간병인을 두려워함

  간병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함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 당함

  울거나, 걱정하거나, 떨고 있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내향적이 되거나, 우울해 하거나, 감정이 없어짐

  자해적인 행동의 징조를 보임

 사회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립됨

  더러운 옷이나 심한 체취 같은 불결한 위생 
상태를 보임

  기초 생활필수품이 없거나 집안 상태가 엉망임

  설명하지 못하는 멍, 화상, 자상, 또는 부은 
자국이 있음

  미승인 자금 인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연락처

이 자료를 보관하여 사용하십시오. 노인의 학대가 
의심되면 911 로 전화하거나 지역사회의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APS)로 연락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240.777.3000

  메릴랜드 주의 다른 카운티, 1.800.917.7383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202.541.3950 

  워싱턴 1.888.832.3858

ElderSAFE 헬프라인: 301.816.5099
www.eldersafe.org | www.smithlifecommunities.org

ElderSAFETM 센터는  
Charles E. Smith Life Communities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