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상황에서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징후를 보면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행동

	` 광분해 있거나 물리적인 가해로 위협하거나 아이를	
호되게 꾸짖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신체적 특징
	` 아이의 몸에 설명이 안 되거나 우려가 되는 타박상,	흔적,	

찰과상,	부기 또는 화상이 발견되는 경우.
	` 아이가 영양실조이거나 복장이 난잡해 보일 때.

아이의 행동
	` 감정 기복이 심하며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할 때.
	` 걷잡을 수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
	`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립된 것처럼 보일 때.
	` 약물 또는 알코올을 복용하는 경우.

주변 환경
	` 가정에 위해 요소가 보이는 경우,	예를 들면,	전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출입로가 어수선하거나,	식탁과 바닥에	
상한 음식이 놓여 있다든지,	배설물이 있거나,	가구가	
파손되었거나 아예 없거나,	아이가 유해 물질을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바퀴벌레 및 기타 곤충들이 다닌다거나 할 때

	` 음식 부족하고 전기·수도·가스 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감시 및 감독
	` 아이가 주변에 어른이나 적정 연령의 보호자 없이	

전화를 받거나 온라인 수업/활동에 참여할 때.
	` 아이가 혼자 있기에 너무 어리거나 발육 상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아이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밝힌 
경우

	`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세요.	
	`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타일러주고 여러분이	

도와주겠다고 말해 주세요.
	` 그 아이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가요?
신고를 받는 핫라인 직원이 해당 정보가 신고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같은 아이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면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 아이의 이름,	주소 및 나이
	` 부모의 이름 및 주소
	` 신고 사유

어떤 정보가 유용한가요?
	` 학대 용의자의 이름
	` 발견한 징후 또는 아이가 밝힌 내용

안전하지 않은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느낌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TTY 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Virginia Relay(711)를 이용하세요.	
요청 시 합리적인 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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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위해를 당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목격할 수도 있지만, 
아동 학대의 징후만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아래의 Fairfax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의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세요. 

703-324-7400 

CPS 핫라인은 헬프 라인입니다!

아이가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7세 미만인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911로 전화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fairfaxcounty.gov 
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report child abuse'를 검색하세요

https://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children-youth/report-child-ab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