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국립 센터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에 대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는 우리 모두가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학대 피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1
> 노인학대 신고율은 매우 낮습니다.
뉴욕 주 노인 학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23.5건 당 1
건만이 성인 보호 프로그램과 기관에 알려졌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다른
유형의 학대를 조사한 결과, 당국에 알려진 재정적 착취의 사례의 경우,
44건당 1건만이 기관에 보고 되었습니다. 전국 노인학대 발생률
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 14건 중 1건만이 당국에게 보고
되었습니다.4

>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학대의위
험에 처합니다.
> 노인학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은 같이 높아집니다. 학대는 노인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생활 참여를
낮추고 메디케어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Medicaid)와 같은 공공 의료 보험 및 법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3

> 노인학대는 피해자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초래합니다.
경제적 노인학대의 연간 피해 예상금액은 2009년에 $29억이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추정됩
니다.5

> 노인학대는 입원 증가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다른 노인들보다 입원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습니다.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가 정의의 가치를 위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 방지, 대중교통 개선, 경찰, 시니어 센터 및 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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