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전화: 1-800-VICTIMS (842-8467)
TTY: 1-916-739-7083
웹사이트: www.1800VICTIMS.org
성인 보호 서비스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노인 (65세 이상) 및 장애를 가진 성인 (18세 이상)
거주하는 카운티에 APS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전화: 1-800-VICTIMS (842-8467)
웹사이트: www.cdss.ca.gov
의료 지원(Medi-Cal), 사기 및 노인 학대 단속국
(Bureau of Medi-Cal, Fraud, and Elder Abuse)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산하)
학대를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전화: 1-800-722-0432
노인 법률 상담 긴급 전화 (Senior Legal Hotline)

6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1-800-222-1753
노인 돌봄 서비스 (Elder Care Locator)

6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 및 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센터 소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퍼시픽 맥조지 법대(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센터 이용은
무료이며, 센터의 전문 직원들이 이 분야의 최신
정보로 피해자를 도와 드립니다. 지원 센터는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피해자 옹호자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
§
§
§

피해자의 법적 권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인 범죄
피해자 지원

손해 배상
민사 소송, 그리고

노인
학대

모든 범죄 피해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지원 센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법률 정보 조사
§ “피해자 권리 정보(Know Your Rights)”에
대한 발표를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제공
피해자 지원 센터는 1-800-VICTIMS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및 피해자 옹호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단체를 소개하는 주 전체 무료
긴급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 긴급 전화는 맥조지
법대 학생들이 상담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전화: 1-800-677-1116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노인이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면…

• 911에 전화를 걸고,
• 지역 내 APS에 연락하십시오.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

1-800-VICTIMS (842-8467)
TTY: 1-916-739-7083
www.1800VICTIMS.org
이메일: 1800VICTIMS@pacific.edu

1-800-VICTIMS (1-800-842-8467)
TTY: 1-916-739-7083
이메일: 1800VICTIMS@pacific.edu
www.1800VICTIM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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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은
특히나 더욱 학대, 방치 및 착취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노인이 고립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종종 친지,
친구, 간병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노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는 노인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학대를 알리는 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 학대의 징후
신체적, 정서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받는 노인
피해자는 다음의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우울하거나, 겁을 먹거나,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다.
§ 영양실조, 탈수가 있거나 청결하지 않다.
§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다.
§ 설명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상처가 있다.
§ 다른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처럼 보인다.
재정적 학대의 징후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습관에 변화가 있다.

신체적 학대

§ 노인이 걸을 수 없거나 ATM에 갈 수 없는데,
ATM에서 인출이 이루어진다.

§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치거나, 밀거나, 차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 노인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있다.

§ 움직임을 국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개인 소유물이 없어진다.

§ 잘못된 약을 주거나 약을 주지 않는 행위

§ 노인이 금전적으로 풍족한데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 성적 학대
§ 음식, 보살핌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놀리거나, 비웃거나, 탓하거나, 항상 비난하는 행위
§ 무시하거나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재정 계정으로부터 현금, 소유물 또는
재산을 훔치는 행위
§ 위임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동의 없이 노인의 유언이나 신탁을 변경하는 행위
§ 노인의 바램에 반하여 소유물을 매각하는 행위
§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정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도록 노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학대를 받지 않는 노인에게서 위와 같은 징후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학대 방지

§ 돈을 잘 살피십시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자주 살펴보십시오.
§ 신원조회를 하십시오.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맞기 전에 항상 신원 조회를 하십시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전 직장에도 연락해 보십시오.
§ 법률문서를 준비하십시오(유언장이나 위임장 등).
변호사나 지역 법률 지원 담당자를 만나 보십시오.
지속적인 안전 확인

§ 주변 사람과 연락하십시오. 믿을 만한 지인에게
방문이나 연락을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주 주변에 있다면 학대가 힘들어집니다.

§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믿을 만한 지인에게
정기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본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친지, 성인 보호
서비스 센터의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인권 옹호자 또는 종교 단체의 지인에게
요청하십시오.
§ 통신 수단을 가까이 두십시오. (전화, 컴퓨터,
보청기 등)
교육

§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 배우고 지역
공동체의 지원 자원을 알아 두십시오. 지역
공동체 센터, 노인 센터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돈과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 자산 보호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자산 보호 방법을 알려 주는 교실이나 무료
강습에 참여하십시오.
– 한 사람만이 자산에 접근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친구 또는
친지 등 두 명 이상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대의 보고
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학대가 보고될 경우, 관련 당국이
노인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보고되지 않으면, 학대가 계속됩니다.
보고 방법
노인의 친지 또는 노인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학대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양로원이나 재택 간호 시설에 거주할
경우, 지역 카운티의 장기간 돌봄 서비스 옴부즈맨
또는 경찰에 전화를 거십시오.
피해자가 시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역
카운티의 APS (성인 보호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