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권익보호 및 옹호 시스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성인 학대 신고
2010년 12월, 간행물 #7024.03-Korean
만약 귀하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으로서 학대 또는 방치되었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1. 학대란 어떤 것입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것이 학대인지
알아보세요
2. 방치란 어떤 것입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것이 방치인지
알아보세요
3. 범죄란 어떤 것입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여 어떤 것이 범죄인지
알아보세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만약 귀하가 자신의 집, 호텔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거나, 병원,
클리닉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요양받고 있다면, 다음 기관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서나 911.

그리고
-

카운티의 성인보호서비스(APS, Adult Protective Services) 기관.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APS 기관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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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그룹 홈, 양로원 또는 주거시설(어시스티드 리빙 또는 보드와 케어
홈)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다음 기관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서나 911.

그리고
-

장기요양 옴부즈만(LTCO, Long-Term Care Ombudsman). 지역의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캘리포니아주 LTCO 위기 전화번호 1-800-231-4024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DP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는
의료시설을 관리하고 학대, 방치 및 잘못된 요양에 대한 불만을
조사합니다. 지역 사무소의 전화번호는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Medi-Cal 사기 및 노인학대국 (BMFEA,
Bureau of Medi-Cal Fraud and Elder Abuse)은 양로원 및
장기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또는 방치를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귀하에
대한 학대를 신고하려면, 법무장관실의 무료 직통전화 (800) 7220432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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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
-

Cal. Welf. & Inst. Code §§ 15630-15632 노인 및 피부양 성인 학대
민간 보호법(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Abuse Civil Protection
Act)

-

Cal. Welf. & Inst. Code § 15700 위험에 처한 성인 보호조치 및
보호(Protective Placements and Custody of Endangered Adults)

-

Cal. Welf. & Inst. Code §§ 15703-15705.40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

-

Cal. Pen. Code § 368 노인 및 피부양 성인 대상 범죄(Crimes Against
Elders and Dependent Adults)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비영리 기구로 귀하의 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귀하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법적 권리, 시민권과 서비스 권리에 대해 통보
2. 물리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불만 조사
3. 교육, 차별, 수혜 및 직업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대변.
귀하의 장애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1-800-776-5746로
전화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인터넷을 통해 저희 사무소 중 한 곳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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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대의 분류:
학대에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귀하의 신체를 다치게 함
- 예: 때리기, 발로 차기, 화상 입히기, 깨물기, 흔들기 또는
물체를 이용하여 때리기.
- 신체적 학대에 멍이나 통증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성적 학대:
귀하가 불쾌함을 느끼는 신체 부위를 누군가가 고의로 만지는
행위
-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 수영복을 입었을 때 만지기
- 나체일 때 사진 찍기
- 귀하의 앞에서 자신을 만지기
3. 정서적 학대:
말로 해치거나 또는 물리적이 아닌 방법으로 귀하를 고의로
해치는 것
- 말로 위협하기
- 고의로 난처하게 만들기
- 이름으로 부르기
- 폄하하기
- 귀하가 보고싶어하는 사람을 못보게 하기
- 귀하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 귀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방치의 정의:
귀하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귀하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경우. 예:
1. 충분한 음식, 옷 또는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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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신체적 및 의료적 필요를 돌보지 않음
씻어주지 않음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음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도와주지 않음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치워주지 않음

범죄의 정의:
누군가가 귀하를 학대 하거나 방치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1. 신체적 속박의 부적절한 사용:
-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없도록 귀하를 묶는 행위
-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귀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 꽉잡거나 붙잡아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
2. 화학적 제약이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 예를 들어 졸립거나 피곤하게 만들되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닌 의약품을 주는 것.
3. 경제적 착취:
-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귀하의 허가없이 귀하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
- 가족의 누군가가 귀하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돈이나 소지품을 귀하의 허가없이 가져간다면 경제적
학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를
작성하시고 저희의 운영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설문조사 참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800-776-5746으로 전화하거나 지원요청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요청은 916-504-5800 (북부 CA), 213-213-8000
(남부 CA)으로 전화 주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자금
후원처의 전체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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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