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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abuse involves the maltreatment, injury

or exploitation of a person under 18 years old in one
of these ways: physically, sexually, emotionally or
through neglect.
Abuse includes willfully endangering a child’s
health or safety. The following constitutes child abuse
under California law:
n Physical abuse is the intentional infliction
of physical injury on a child –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 that results in a traumatic condition,
such as a bruise, burn, cut, bite mark, abrasion, bone
fracture or internal injury. Willfully causing a child
unjustifiable physical pain is abuse.
n Sexual abuse is the sexual assault or
exploitation of a child under 18. It includes sexual
touching of a child, sexual penetration of any of
a child’s bodily openings and causing or forcing a
child to sexually touch or penetrate the perpetrator’s
body. Demonstrating sexual activity in a child’s
presence also is sexual abuse. Encouraging, coercing
or forcing a chil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or poses
constitutes sexual abuse, as does photographing a
child engaged in sexual activity or poses.
n Emotional abuse involves conduct – including
excessive verbal assaults, humiliation, threats,
terrorizing and ridicule – that causes emotional injury
to a child, sometimes resulting in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cognitive disorders. Depriving a child
of normal life activities, affection, attention or human
contact also may constitute emotional abuse. Willfully
causing a child unjustifiable mental suffering is
abuse.
n Neglect occurs when a parent, guardian or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a child’s care and welfare
fails to provide adequate food, clothing, shelter,
supervision or medical care, endangering or harming
the child’s health or well-being.

Severe neglect includes situations where a
child develops significant malnutrition or medically
diagnosed failure to thrive because a caretaker does
not provide for the child’s needs, either intentionally
or through negligence.
General neglect occurs when the caretaker fails
to provide adequately for the child’s needs, but no
physical injury to the child has occurred.
Laws prohibiting child abuse and neglect apply
to foster homes, institutions, agencies, schools, camps
and other out-of-home care providers, both publicly
and privately operated.

Key Questions About
Child Abuse
What should you do if you are a victim of child
abuse?
Tell someone. Ask for help from a trusted adult,
such as a teacher, a school counselor, a principal, a
relative, a friend’s parent or the police, or you may call
the Child Protection Hotline at 1-800-540-4000.

What happens when abuse is reported?
The report will be investigated by a law
enforcement agency, 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caseworker or both,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What happens after the investigation?
If authorities find that child abuse occurred
or is likely to have occurred, steps will be taken by
the appropriate agency to protect the child from
future harm. This may include providing referrals
and services to the family or conducting additional
investigation.
In some instances, law enforcement may refer
child abuse cases to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for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reviews such case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file charges.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has specially trained
prosecutors who are sensitive to the needs of abused
children and dedicated to making these young victims
feel as safe and comfortable as possible throughout
the process.

What should you do if you know or suspect that
a child is being abused?
If the abuse is in progress or you believe the child
is in immediate danger, call 911. You also may call the
Child Protection Hotline at 1-800-540-4000.
Are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onfidential?
State law provides measure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s who report allegations of
child abuse. In some instances, the identity of the
child abuse reporter may be disclosed only to certain
authorized parties, including child protective agencies
and their legal counsel; the prosecutor in a criminal
case; and legal counsel in juvenile dependency
proceedings. If a criminal child abuse case is taken to
trial, the person who reported the allegation may be
required to testify in court.

Victim Services
The District Attorney’s Bureau of Victim Services
is available at courthouses and police stations
throughout Los Angeles County.
Victim services representatives provide help and
resources for victims of violent crimes or threats of
violence, including counseling referrals to address the
trauma of child abuse.
Other services available include: criminal
justice orientation; court support; protective order
assistance; emergency shelter, food and clothing;
restitution assistance; and help in filing for victim
compensation through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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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방치하여, 거칠게 대우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도 학대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아동 학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신체적 학대란,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상해를 가하여
타박상, 화상, 베인 상처, 물린 자국,
찰과상, 뼈 골절, 또는 내상과 같이 외상성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부당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학대입니다.
n 성적 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 착 취를 뜻합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
개구부에 성적으로 삽입하는 행위, 아동이
삽입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신체에 성적으로 삽입하도록 야기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녀가 있는
곳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도 또한 성적
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또는 성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자세를
취하는 아동을 촬영하는 것도 또한 성적
학대입니다.
n 정서적 학대란, 과도한 언어 폭력,
굴욕감 주기, 협박, 공포에 떨게 하기,
비웃음 등을 포함하며, 아동에게 정서적
상해를 입히고 때로는 심리 장애, 행동
장애 및 인지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일반적 생활 활동,
애정, 주의, 또는 인간적 접촉을 박탈하는
것도 또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부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학대입니다.
n 방치는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지, 감독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심한 방치에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태만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심각한 영양
실조를 겪거나 의학적 신체 부전을
진단받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 방치는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지만,
그래도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는 입히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동 학대 및 방치를 금지하는 법은
가정, 단체, 기관, 학교, 캠프 및 기타 공적
및 사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외 보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중요 질의
아동 학대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교사,
학교에 배치된 상담 교사, 교장, 친척,
친구의 부모 또는 경찰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동 보호 핫라인(Child Protection
Hotline, 번호: 1-800-540-4000)로
전화하십시오.
어떤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대가 계속되고 있거나 해당 아동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아동 보호 핫라인(Child
Protection Hotline, 번호: 1-800-5404000)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신고하면 비밀로
처리됩니까?
주 법에서는 아동 학대 혐의를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 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아동
보호 기관 및 그 법률 고문, 형사 사건의
검사, 청소년 보호 소송의 법률 고문을
비롯하여 인가를 받은 특정 당사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형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해당 혐의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가 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에 따라 법 집행
기관,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의 사례별
사회복지사, 또는 양쪽 모두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국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적절한 기관에서 앞으로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해당 가족에게
위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추가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 집행 기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지방 검찰청에 회부하여 형사
소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청에는 학대받은 어린이가

혐의 신고
아동 학대 및 방치

아동 보호 핫라인
1-800-540-4000
DA-1577 9/18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어린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 내내 되도록
안전하고 편안히 느끼게 하도록 특별
연수를 받은 전담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국은 카운티
전역의 법원과 경찰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아동 학대의
외상을 다루는 상담 위탁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또는 폭력 위협의 피해자를 위해
도움과 의지처를 제공합니다.
기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형사
사법 오리엔테이션; 법정 지원; 보호 명령
지원; 비상 대피처, 음식 및 의류; 배상
지원;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를 통한 피해자 보상 청구를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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