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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많은 다양한 민족들에게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93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 속에는 "노인 

학대"라는 단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공공연히 논의 되지도 않는다. 

 

다양한 문화권의 노인들은 "노인학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유리되어 있고, 

영어나 불어를 구사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가족이외의 사람들과는 

극히 사적인 형편을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란 무엇인가? 

세계 건강기구에 의하면 "노인 학대"란, "신뢰를 바탕으로한 인간 관계에서 한 노인에게 가해지는 

단 한번이나 반복되는 해로운 혹은 불신의 행위나 압력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노인 학대는 다양한 모양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1). 경제적 혹은 물질적 가해 

 a. 승인 받지 않고 금전을 탈취 

 b.갚지 않은 고지서 

 c. 허락없이 노인 소장의 집이나 개인 물품 판매 

 d. 변호사, 법적 집행권자나 다른 법적인 인사들의 필요를 부인 

2) 감정적 혹은 정서적 가해 

 a. 부적절한 언행 심사, 이를테면  바보 혹은 무용지물 



 

 b. 불행하게 혹은 압력을 느끼게 하는 행위 

 c. 필요시에 무시하기, 이른바 투명 인간 

 d. 손주들이나 가족, 친구들과 하지 못하게 방해 

3).신체적 가해 

 a. 소리지르기, 밀치기나 때리기 

 b. 억지로 방에 가두기 

4).사회적 가해 

 a. 친구들을 보지 못하게 방해 

 b. 홀로 집에 남겨두기 

5).영적인 가해 

 a. 종교적 장소 방문 혹은 참여 방해 

 b.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금지 혹은 종교 생활을 방해 

6).무시 혹은 간과 

 a. 언어로 소통치 않고, 또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 

 b. 음식물, 약품이나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c. 필요한 의학적 권고를 부인하거나 건강 진료에 가지 않는다. 

 c. 매일 필요한 목욕, 화장실 사용, 빨래를 돕지 않는다 

7).성적인 가해 

 a.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행위 



 

 b. 사적인 자유의 박탈 

 d. 불편한 성적 행위를 강요 

제시 사항 

 a. 캐나다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인식한다. 

 b. 가족이나 의사 혹은 좋은 친구와 같은 신뢰할만한 사람과 소통 

 c.사회적인 그룹이나 네트워크에 속하고 연결되어 있음이 매우 중요 

 d. 노인들의 안녕과 요구는 다른 가족들의 필요와 동일하게 매우 중요함을 인지. 

필요시 도움이나 연락처 

니피안, 리도, 오스구드의 노인학대, 안내 정보 쎈터:   613-596-5626 ext. 230 

오타와 경찰 노인 학대 정보 라인:     613-236-1222 ext. 2400     or 

        피해자 응급처     613-236-1222 ext. 2223 

               응급 상황      911 

노인 안전 연락처                                     1-866-299-1011 

재난 쎈터                                                   613-238-3311 

오타와 공공 건강쎈터                              613-580-6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