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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디오에서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여 학대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니다. 단 하나의 지표가 항상 학대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패턴이나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 

보십시오.  

 

신체적 학대는 상해, 육체적 고통 또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완력의 사용을 말하며, 

때리기, 밀기, 흔들기, 발로 차기, 후려갈기기, 꼬집기, 조이기, 머리카락 당기기, 불에 

태우기 등을 포함합니다.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 신체 구속, 강제 급식, 난폭 운전 및 

체벌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가? 한 가지 명백한 징후는 개인이 

학대에 대해 구체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기타 징후에는 골절, 

염좌, 탈구, 내상 또는 출혈과 같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타박상, 물린 자국, 베인 자국, 염증, 화상, 흉터 또는 두부 외상에 

주의하십시오. 공격, 탈퇴, 퇴행, 약물 남용, 우울증, 도피 시도, 신체 접촉의 경계 또는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 등 피해자의 행동에서 나타난 갑작스러운 변화는 신체적 학대의 

또 다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체중, 치아 또는 모발의 갑작스런 손실도 신체적 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상의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특정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또 다른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입원하거나 그 이유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부상이 발생한 시점과 치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상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적 학대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말합니다. 강간과 

성추행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의 모든 성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특히 취약합니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고립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가? 한 가지 명백한 징후는 누가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징후에는 생식기 또는 항문 통증, 염증, 출혈, 

걷기 또는 앉기의 어려움에 대한 보고가 포함됩니다. 찢어졌거나 얼룩이 졌거나 피가 

묻은 속옷 또는 성병에 주의하십시오.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이며 공격적인 성적 행동과 

같은 행동 변화도 잠재적 성적 학대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오줌을 싸거나 

늦잠을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수면 패턴의 변화도 

주시하십시오. 피후견인이 갑자기 어둠을 두려워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는가? 옷을 더 

껴입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성적 학대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고통, 괴로움 또는 근심을 주는 행위로,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언어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모욕을 줌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학대는 협박, 굴욕, 괴롭힘을 포함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정기적인 

활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같은 좀 더 미묘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는 무엇인가? 물론 구체적인 불만이 명확한 징후입니다. 하지만 현저한 체중 



감소나 증가, 우울증, 혼란, 동요, 탈퇴와 같은 덜 명확한 징후도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발진, 두드러기, 안면 경련, 복통, 혈압 상승에 주의하십시오. 물어뜯기, 몸 흔들기, 머리 

흔들기, 침대에 오줌 싸기, 엄지손가락 빨기와 같은 새로운 신경성 습관은 또 다른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 지인, 

데이트 파트너 또는 돌보는 사람과 같은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습니다.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하십시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의 

징후는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징후와 다릅니다. 어떤 유형의 학대건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