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 
 
노년의 학대와 방임은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의존하거나 믿는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영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약이나 생필품을 주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어떤 식이건 노인 학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과 노인 학대 방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할 위험에 당면해 있을 경우, 즉시 9-1-1 또는 

거주지 관내 응급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비밀을 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8-1-1 (청각장애인 

7-1-1)로 전화하거나 아래의 BC주 서비스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이 학대에 관하여 보았거나 보고 있는 정보를 다른 누가 보지 않을까 하고 걱정될 경우, How 

Do I Clear My Internet Browser History(나의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를 

읽어보십시오. 

 

특집 주제 

고령자 학대(노인 학대) 

학대의 여러 종류, 학대 행위의 예, 누가 학대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 학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노인 학대 및 방임: 가족 간병인을 위한 정보(HealthLinkBC File #93b) 

 노인 학대 및 방임: 성차의 이해(HealthLinkBC File #93c) 

 Elder Abuse(노인 학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HealthLinkBC File #93d) 

 

학대 방지 

노인 학대 및 방임을 방지하는 데 유용한 방법,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될 경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노인 학대 및 방임 방지(HealthLinkBC File #93a) 

 

BC주 서비스 

VictimLink BC 

여러분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범죄 피해자이고 더 많은 정보 또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 1-800-

563-0808로 전화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VictimLink BC는 모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VictimLink BC 

o Help for Victims of Elder Abuse and Neglect(노인 학대 및 방임 피해자에 대한 도움)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public-safety/domestic-violence/your-safety/clear-your-browser-history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public-safety/domestic-violence/your-safety/clear-your-browser-history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3b-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3c-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60933spec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3d-k.pdf
https://www.healthlinkbc.ca/hlbc/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3a-k.pdf
http://www2.gov.bc.ca/gov/content/justice/criminal-justice/victims-of-crime/victimlinkbc
http://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seniors/health-safety/protection-from-elder-abuse-and-neglect/where-to-get-help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령자학대및안내전화(Seniors Abuse & Information Line - SAIL) 

학대 또는 홀대를 당해온 고령자일 경우, 604-437-1940 또는 1-866-437-1940(무료 전화)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8:00 – 오후 8:00에 제공됩니다(공휴일 제외). SAIL은 

고령자가 스스로 학대 또는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타인이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안전하게 토로할 수 있는 곳입니다. SAIL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면 

Seniors First BC를 방문하십시오. 

 

 SAIL – Seniors Abuse and Information Line(고령자학대및안내전화) 

 

SeniorsBC 

학대 또는 홀대를 당해온 고령자일 경우, 604-437-1940 또는 1-866-437-1940(무료 전화)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8:00 – 오후 8:00에 제공됩니다(공휴일 제외). SAIL은 

고령자가 스스로 학대 또는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타인이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안전하게 토로할 수 있는 곳입니다. SAIL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면 

Seniors First BC를 방문하십시오. 

 

 Protection from Elder Abuse and Neglect(노인 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호) 

 Scams and Fraud(사기 및 사취) 

 

고령자옹호실(Office of the Seniors Advocate) 

고령자옹호실은 보건의료 서비스, 간병, 주거, 교통, 소득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고령자옹호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각종 자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1-877-952-3181(무료 전화) 또는 

250-952-3181(빅토리아 내)로 전화하십시오. 고령자옹호실은 월-금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운영됩니다. 

 

 Office of the Seniors Advocate(고령자옹호실) 

 

자세히 알아보기 

신체적 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정보를 찾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buse: Signs of Abuse-Related Injuries(학대: 학대로 인한 상해의 징후) 

 Domestic Abuse(가정 학대)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 

 Physical Abuse(신체적 학대) 

 Sexual Abuse or Assault (Rape) (성적 학대 또는 성폭행 - 강간) 

 

 
마지막 검토: 2019년 5월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eniorsfirstbc.ca/programs/sail/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seniors/health-safety/protection-from-elder-abuse-and-neglect/where-to-get-help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seniors/financial-legal-matters/scams-and-fraud
http://www.seniorsadvocatebc.ca/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sig56754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dabu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e7721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viobh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sab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