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기간에 우리는 모두 아동 보호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COVID-19 로 인해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가택 격리를 실시하면서 서로 지지하던
관계망이 소멸되고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큰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이 어딘가 있을지 모릅니다. 마땅히 책임 지고 보살피며 돌봐줘야 할 성인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아동들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Fairfax County 아동 보호 서비스(CPS) 핫라인
전화 상담 건수가 3 월 첫째 주에는 498 통화이던
것이 6 월 마지막 주에는 단 192 통화로 62%나
감소했습니다.
아동들에게 교사, 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평소에 주시하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자 핫라인의 상담 통화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학대나 방치로 고통을 겪고 있을
아동을 눈여겨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커뮤니티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CPS 핫라인(703-324-7400)은 헬프 라인입니다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7 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911 로
전화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Fairfax County 아동 보호 서비스(CPS) 핫라인(703-324-74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24/7)로 언제든지 신고를 하거나 우려되는 문제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느낌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대화 가능한 질문 던지기 – 알고 지내는 아동이 학대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 보세요.
o 집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이니?
o 집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니?
o 요즘 바깥 세상은 무서운데 집에서는 편안하니?



학대 또는 방치의 징후 – 아이들과 대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o 행동 – 회피성 답변, 감정 기복, 불편하거나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드는 것 같은 행동
o 신체적 특징 - 흔적, 타박상, 체중 변화, 위생 또는 복장
o 보호 상태 – 책임감 있으며 연령에 적합한 보호 감독의 부재
o 주변 환경 – 가정 내 위해 물질이나, 설치류 또는 벌레가 들끓는지 확인
o 교감 –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활동의 변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신고하는 방법 및 유용한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동과 그 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본 정보를 브라우저에서 보기
(곧 온라인에서 이 문서의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TY 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Virginia Relay(711)를 이용하세요. 요청 시 합리적인 시설이 제공됩니다. 703-324-7758 로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