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폭력의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Ⅰ.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Ⅱ.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판정지표

판정지표

1. 노인을
폭행한다

대표적 행위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
위 등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
한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
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
지를 방해한
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
으로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2. 노인을
제한된 공
간에 강제
로 가두거
나, 노인의
거주지 출
입을 통제
한다.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
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을 위
협·협박하
는 언어적 표
현이나 감정
을 상하게 하
는 행동을 한
다.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
제로 억압
한다
4. 신체적 해
를 가져올 위
험성이 큰 행
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
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
기 등) 를 설치한다.

4. 노인과 관
련된 결정사
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
정에서 소외
시킨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
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5. 노인의
신체적 생
존을 위협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 하거
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
인을 협박 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
부터 단절 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
용하여 노인
의 신체를 통
제 하거나 생
명을저해한다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
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
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
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Ⅲ. 성적 학대(Sexual Abuse)
판정지표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
한다.

대표적 행위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
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
폭행 한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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