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ctims of Abuse Need Community Support Now More Than Ever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학대  피해자에게 커뮤니티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We’ve been told to “stay home, save lives,” but for some people, home is not safe.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elder abuse, the isolation and stress of being trapped at home with 

their offenders puts them at increased risk of serious harm. It’s difficult or impossible for teachers, 

neighbors, friends and family to notice bruises or other signs of abuse when people are staying home or 

social distancing and wearing masks. Now more than ever, as a community, we must check in with each 

other and take action if there are signs of danger. The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is 

here to help.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 폭력, 아동 폭력, 노인 폭력 피해자들이 주위와 

고립된 채, 그들을 해하려는 가해자들과 한 집안에 오랜 기간 지내는 것은 피해자들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 이웃, 친구,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멍이나 

다른 학대의 흔적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위를 살피고 어떤 학대의 흔적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페어팩스 카운티 가족 서비스 디파트먼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ild Abuse 

가정폭력 

Because schools are online-only and teachers are the most frequent reporters of child abuse, we have 

seen a steep decline in the number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Hotline calls. This is concerning because 

we know the abuse continues.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about a child’s safety, please call the 

CPS Hotline at 703-324-7400.  

보통 교사들이 가장 많은 가정 폭력 학생들을 신고해 왔지만,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지금, 아동보호 서비스 핫라인으로 들어오던 신고 전화가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가정 폭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고 전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어떤 아동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면, CPS 핫라인 번호 

703-324-74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Child Abuse Prevention: Support for Parents 

아동 폭력 예방: 부모들을 위한 지원 



There are a variety of free supports available for families, including parenting videos, articles, and online 

classes. Learn more about how to access resource hotlines; become part of an online community of 

parents; and receive support through virtual classes, online parenting tips and videos. 

저희는 가정내 자녀 교육와 관련된 영상, 기사,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핫라인에 접속하는 방법, 온라인 부모 커뮤니티 참여 방법, 온라인 자녀 

교육 팁과 영상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lder Abuse 

노인 폭력 

Older adult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COVID-19, causing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cut down in-

person visits. Calls to our Adult Protective Services Hotline have also decreased during the pandemic. It’s 

important to check in with older adults either by phone or video to try to gauge if they’re OK. Call 703-

324-7450 to report abuse, exploitation, or neglect of an adult who is 60 years or older or is 18 years and 

older and incapacitated. Reports can be filed for people who live alone or with relatives, or who are 

residents in nursing homes, assisted living facilities, hospitals, or group homes. 

노인들은 COVID19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 서비스 핫라인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줄어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통화나 화상통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방치되거나 폭력 및 착취 당하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703-324-

7450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혼자 사는 경우,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Support for Caregivers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 

Find county services, wellness programs, community engagement opportunitie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at Older Adults or call and talk to a social services specialist, Monday through Friday, 8 

a.m.- 4:30 p.m. 

다양한 카운티 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커뮤니티 관여 기회들과 자원 봉사 기회들을 여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사회 서비스 전문가에게 전화를 주시면 주중 오전 8:00 부터 오후 4:30까지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children-youth/assistance-from-a-distance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children-youth/assistance-from-a-distance
http://www.fairfaxcounty.gov/OlderAdults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older-adults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lls to the 24-Hour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 and the incidents have been more severe. If you or someone you know is experiencing abuse, 

please call our hotline at 703-360-7273 for resources and information about domestic or sexual 

violence. If it is not safe to talk, you can text or chat (text LOVEIS to 22522 for 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chat at rainn.org for the National Sexual Violence Hotline). 

최근 들어 24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 전화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고되는 사건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저희 핫라인 703-

360-7273으로 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지원과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하실 여건이 안되거나 위험한 경우 22522로 LOVEIS라고 

문자를 해주시면 국가 가정폭력 핫라인으로 연결 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rainn.org에서 

챗팅으로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Support for People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지원 

The DFS Office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Services offers ideas for staying safe at home. 

가정 폭력 및 성폭력 DFS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on’t let social distancing become social isolation. Check in regularly with your friends and loved ones to 

make sure they are safe at home while staying at home.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community-corner/staying-safe-at-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