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회 복
지 노 인학대
예 방 및 개 입

JASA 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노인 학대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해• 대응• 보호

노인 학대 서비스는 다음에서 이용할 수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JASA 의 맨해튼 기반 서비스 는 다음의
후원 하에 운영되카터 부담 네트워크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카터 부담 네트워크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버그 재단 그레이터 로체스터의
수명,주식회사 먼로 고령화 카운티 사무소

뉴욕시 의회를 통해 비둘기 이니셔티브
뉴욕시 노령화국 뉴욕주 노령화 사무소

익명의 노화에 관한 미국 행정부 

자세한 내용은
Phone: 212.273.5272
Email: help@jasa.org

www.jasa.org

@JASASeniors

JASA 는 적용 가능한 연방 민권 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에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212-273-5200.

注意：如果䓟使用繁體中文，䓟可以免費獲得語言
援助服務。請致電 212-273-5200。 

ВНИМАНИЕ: Если вы говорит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о вам доступны 
бесплатны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Звоните 212-273-5200. 

JASA  의 혁신적인 법률/사회 사업 노인 학

대 예방 및 중재 서비스는 수만 명의 피해자

와 그 가족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

하도록 도왔던 팀 접근 방식을 활용합니다.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동 안

사회 복지사는 개인 및 그룹 상담과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JASA는 교육 기관 및 NYC 노인 학대 회의 를

통해 전문가, 정부 직원, 법 집행 기관 및 

대중을 교육합니 다.

JASA는 고객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시스템, 사회 서비스, 의료 제공 자

등 모든 지역 회 자원을 동원합니다.



설립된지 50년이 넘은 JASA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나이 든 뉴요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목적에

따른 노화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십시오.

JASA는 40,000 명 이상의 노인을

지원합니다. 매년 요커와 가족.

당사의 연속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저렴한 주택, 홈 케어, 식사,

노인 센터, 정신 건강 지원, 법적 지원z

및 노인학대 예방 그리고 개입.

JASA는 늙어가는 뉴요커들.

소개  
JASA 

경 고 신 호
노인 학대이해하기
노인 학대, 방치, 착취는
덜 보고되고 널리
퍼졌습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

사리

학대의 피해자는：
• 재정적 인
• 물리적 인
• 감정적 인 
• 금적인

• 심리적
• 언어 적
• 성적 

학대자는 종종 가족 구성원입니다

피해자는 다음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장로의 가장 흔한 형태 
학대는 재정적 

노인 1,000명 중 76명 
매년 노인학대 피해자

전체 뉴욕시 거주자의 9%가 노령화 
6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두려워

• 우울증

• 약물 과다 복용

• 정리되지 않은

• 외딴

•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생활

• 멍이나 긁힌 자국

•  개인정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자산 또는 그들의 집 

•  안경 분실, 청력 
원조, 틀니 또는 지팡이 
설명 없이

•  자신의 재정을 모르고 
상황 “레이더 아래”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뉴욕주 노인학대 만연 연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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