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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 법률 및 서비스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엄성, 자유,
선택 및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를 향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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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California (전화 1-800-776-5746)로 문의하십시오. LPS 보호인 제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DRC 의 발행물 #5608.01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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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귀하가 전달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사례에 대한 개요

이 안내서는 (1 년간의) 영구 보호인 제도에 관련된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서 검토할 다양한 법정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영구 보호인 제도에 대한 재심리

보호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재심리를 통해 보호인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A 참조)
B)

인신보호영장

다음 중 하나에 관해 이의를 제기:
1) 보호인 제도;
2) 환자의 권리 거부를 포함하여 보호인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감금 조건. (첨부파일 B 참조)
C)

배치에 대한 검토 심리

귀하가 제한이 더 적은 곳으로 배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첨부 C 참조)
D)

특정 권리

LPS 보호인 제도로 인해 투표권이나 운전면허 소지와 같은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II.

정신질환자의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인신보호영장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A) 보호인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기준은 ‘중증 장애’입니다.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는 정신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5008(h)(1)(A).
중증 장애는 캘리포니아 형법 1370 조에 의거하여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모두 존재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i) 이의제기 당시의 기소장이나 정보에 따르면 해당인이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관련된 중죄에 기소가 청구되어 있음.
(ii) 기소나 정보가 기각되지 않았음.
(iii) 정신 장애의 결과로, 해당인은 자신에 대한 소송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변호
행동에 대한 조언에 협력할 수 없음.
(iv) 해당인은 정신 질환,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보임.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008(h)(1)(B). 이 섹션에서 보호인 제도를 ‘머피’
보호인 제도라고도 합니다.
B)

법원에
확인할
재심리
동안은

저는 감금시설에 있습니다. 2 주 전에 영구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습니다. 보호인 제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재심리 청원(요청)을 하여 보호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귀하가 보호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에 대한 첫번째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6 개월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재심리에서 귀하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바버의 상급법원 상소,
113, 캘리포니아, 상소, 3 회, 955, 960 (제 4 구역 순회 상소 1980 년). 재심리
시에 귀하는 ‘중증 장애’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문서 965.
재심리 시에, 귀하는 ‘중증 장애가 없다’는 이유를 판사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가 없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하가 어떻게 의,
식, 주를 마련할 것인지, 또는 귀하가 적정 수준에 달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더 자세하게 제공할수록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를 설명하십시오. ‘중증 장애인’이 아님을 나타내는 행동 계획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파일 F 참조)
귀하의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인과 판사와 변호사에게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해 쓰게 하십시오. 이것을 ‘제삼자 지원’이라고 하며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정신 건강 및/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고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회 보장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계획인 경우,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을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재심리를 요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호인 제도에 안배되었을 때 당신을 대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재심의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첨부 A 참조)
C)

저는 머피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인 제도 취소를
위해서 제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까?

머피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는 경우 보호인 제도를 취소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폭력 사건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준비를 하십시오.
정신 건강 전문의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무능한지에 대하여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D)

보호인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누가 저를 대변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심리에서 저를 대변할 변호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아마도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임명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옵니다. 지역 전화 번호부에서 ‘국가 행정’
아래에 있는 전화 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인에게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지만 그분과 연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할 때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많은 국선 변호사들은 사무실
대신 법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변호사의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길 때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전화한 이유를 남겨 두십시오. 귀하의 기록을 위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을 때 기록해 두십시오. 귀하에게 의사 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서신을 쓰고 전화나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그 변호사의 상관에게 이야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F)

첫번째
개월을
만료될
법정에

제가 저의 보호인 제도 심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리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두번째 재심리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6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보호인 제도 기간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영구 보호인 제도는 귀하의 후견인이
가기 전 1 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G)

심리에서 졌지만 저는 저에게 ‘중증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보호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청원은 법원에
귀하가 감금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은 귀하가 소재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 또는 보호인 제도 사례가 있는
카운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호인 제도 판정을 내린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파일이 있는 곳에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후반부에 상급 법원 목록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심리 절차를 통해 보호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H)

저는 2 주일 전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서를 보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답변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귀하의 청원이 귀하가 중증 장애인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카운티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후 30 일 이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영장 발부’는 귀하의 불만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져 귀하가
승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원인 제시 명령’의 발부는 법원이 귀하의 보호인 제도 해제를
반대하는 반대편 이유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편(보통 카운티 변호사)은 ‘원인 제시 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가 ‘답변 거부’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를 제기한 후 30 일 이내에 (또는 거부를
제기한 시간이 만료된 후), 해제를 승인하거나 거부 또는 증거심리
명령을 해야 합니다;
3) 영장 거부.
법원에서 귀하의 영장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귀하의 영장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I)

거의 1 년 동안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재심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은 지 거의 1 년이 지났다면, 보호인이 보호인 제도를 시도하고
갱신할 것인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호인은 보호인 제도를 갱신할 계획인지
알려야 합니다. 보호인 제도 기간은 1 년입니다. 매년 보호인은 보호인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재설정 심리’라고 합니다. 귀하의 보호인이 재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귀하는 재설정 반대(싸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사에게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법원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첨부 E 를
참조하십시오.

J)

보호인 제도 자체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감금 시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원호생 시설 또는 다른 유형의 감금 해제된
장소에서 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호인에게 배치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시설에서 얼마나
잘 지 냈는지 보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직원이 긍정적으로 보고한 경우,
보호인에게 알리십시오. 보호인은 사회 복지사 및 치료팀과 협력하여 귀하를 지역
사회로 다시 옮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설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것으로 판명되어 보호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귀하를 제한이 적은 곳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K)

저의 보호인은 공공 보호인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 방법을
모릅니다.

전화 번호부의 ‘공공 보호인’ 항목에서 찾아보기 시작하십시오. 종종 정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에게 공공 보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공공 보호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환자의 권리 옹호인 단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의하십시오.
L)

감금 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었지만, 공공 보호인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귀하는 ‘배치 검토 심리’를 위해 법원에 청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5358.3.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치 검토 심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정 일정을 예약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M)

판사가 저를 제한이 더 적은 시설로 배치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까?

제한이 더 적은 시설로 배치되기를 요구한 심의에서 졌다면, 다른 청원서를
제출하기 (다른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6 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3.

또한 귀하는 보호인 제도 명령이 발부된 곳, 또는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즉,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인신보호영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7.
N)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쇄 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으며 직원이 답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에게 알리고 상황을 판사에게 알리도록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의 환자 권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일부 유해한 행위의 경우 라이센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옹호자는 라이센싱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싱
문의전화는 캘리포니아 환자 권리 사무소에 916-575-1610 으로 전화하십시오.
카운티 중 하나에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B 참조)

III.

인신보호영장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한 청원 견본 및 사례
인신보호영장

영구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
인신보호영장은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와 다음의
경우에 청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고 믿거나

2.

그 시설에서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때.

인신보호영장은 언제 제출될 수 있습니까?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2.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고 생각될 때와 다른 재심리, 즉 보호인
제도 재심리와 배치심리가 소진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귀하는 귀하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

정신 장애로 인한 중증 장애가 없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2.

중증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귀하가 직접 의, 식, 주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귀하는 시설 밖에서 귀하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1.

귀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각 위반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십시오.

귀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까?
1.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심리 전에 귀하를 도울 공공 변호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 양식 준비
A)

B)

일반 지침
1)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일반지침과 전체 청원 양식을
읽으십시오.

2)

답을 펜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양식을 작성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먼저 백지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에 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페이지를 사용하여
답변을 마치고 페이지 뒷면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답변이
‘추가 페이지에서 계속된다’고 청원서에 기록하십시오.

4)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귀하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가 감금되었던 경우,
제출한 불만 사항 사본 또는 의료 차트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작성한 모든 진술이 귀하가 아는 한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영창 청원서 작성 지침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 청원서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청원서 견본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B 참조)
1)

청원서 상단의 상자
− ‘변호사 또는 변호사 없는 청원자’ 칸에 귀하의 이름, 그 뒤에
‘본인 작성(In Pro Per)’, 시설 이름 및 주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번호가 포함된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의 환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상자를 작성하십시오.

(귀하의 이름), In Pro Per
c/o Metropolitan State Hospital
11401 S. Bloomfield Ave.
Norwalk, CA 90650
− 표시된 곳에 지역 번호가 포함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C)

2)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캘리포니아 카운티 상급 법원) 칸에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파주립병원은 나파카운티에
있습니다.

3)

“IN THE MATTER OF (NAME):” (성명) 칸에 귀하의 성명과
본인작성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귀하의 사례 번호를 묻는 칸은 비워 두십시오. 청원서가 접수된
후에 법원이 귀하에게 사례 번호를 배정합니다.

번호가 매겨진 질문/진술
1)

귀하가 머무는 병원의 이름과 귀하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2)

이 섹션의 첫 줄에 ‘(date)’ (날짜) 문구 옆에 입원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그런 다음 귀하의 법적 상태를 나타내는 칸에
체크하십시오.

3)

귀하가 감금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a)

‘a’ 칸을 체크하시고 귀하가 감금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b)

예를 들어, 귀하가 ‘중증장애’에 근거해 그곳에 머물고
있고 이제는 귀하에게 의, 식, 주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십시오. 또한 어떻게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첨부 F 를 참조하십시오.

4)

5)

귀하가 감금과 배치 수준의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a)

‘b’ 칸을 체크하시고 감금된 기간 중 거부된 권리와 위반이
발생한 날짜를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주법 또는 연방법
(헌법, 법원 사건, 법령 및 행정 규정 포함) 또는 귀하가
머무는 시설의 정책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소유물을
유지 및 사용할 권리, 방문자를 맞이할 권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격리되거나
구속되지 않을 권리, 비응급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2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원서에 해당 권리들을 보장하는 법령
번호, 정책 번호, 사례 인용 등을 언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b)

일반적으로, 현재 권리가 거부당할 때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귀하의 권리가 거부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귀하가 보다 제한이 더 많은
장소/시설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경우).

(c)

과거에 귀하가 권리를 거부당했고 유사한 이유로 귀하가
해당 권리를 다시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권리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거부 때문에 감금되었지만 직원이 여전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래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감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리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칸을 체크하십시오. 인신보호 관련 소송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경우, ‘d’ 칸 옆이나 아래에
“including appointment of counsel to represent me in this
action, as I cannot afford an attorney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저를 대변할 변호사 임명 요청
포함)”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D)

확인 및 서명

표시된 곳에 현재 날짜를 쓰십시오. 좌측 하단의 줄에 귀하의 이름을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해서 기재하십시오. 우측 하단에 있는 줄에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E)

청원서 제출

청원서 원본과 모든 증빙 서류 (변호인 임명 요청 포함)의 사본 2 부를
귀하가 감금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우송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파주립병원에 감금된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apa County Superior Court
825 Brown St.
P.O. Box 880
Napa, CA 94559-0880
F)

이 패킷의 추가정보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 목록이 귀하가 영장을 제출할 적절한 법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G 참조)

IV.

귀하의 보호인에 대한 심리를 받는 방법

보호인 제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귀하는 재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리를 한번 요청했다면 6 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다른 재심의를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64.
재심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정된 경우,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원 지정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
야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보호인 재심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귀하는 귀하의 재심의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보호인 제도 심의 청원 제출에 관한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첨부 A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본인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봉투와
함께 사본 두 장을 동봉해서 보내주십시오. 일치사본은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날짜를 포함하는 법원 소인이 있는 문서입니다

3)

귀하를 보호인 제도 배치 명령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V.

LPS 보호인 제도에 배정된 것에 대해 항소하는 법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에 의한 법원 재판 (벤치 재판이라고도 함)을 받았으며
심하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LPS 보호소에 있어야했던 경우, 귀하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인 제도를 시작한 후 60 일 이내에 항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항소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보호인 제도를 명령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첨부된 항소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D 참조)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이 임명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의 제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VI.

귀하와 보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귀하의 배치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A)

배치 검토 심리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을 때 보호인은 귀하가 어디에 살 것인지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보호인 마음대로 휘둘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인이 배치한 장소보다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으로 돌아가서 배치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치 검토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배치 검토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른 심리를 받기 전에 6 개월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3.
귀하의 보호인 제도 명령이 내려진 카운티나 귀하가 현재 살고있 는 카운티에서
인신보호영장에 의해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8.7.
배치 검토 심리가 있더라도 판사에게 보호인 제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치 검토 심리에서는 귀하는 보호인 제도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귀하의 배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사에게 요구합니다.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는 판사에게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배치 검토 심리를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다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선임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배치 검토 심리’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귀하는 귀하의 배치 검토 심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B)

배치 검토에 대한 청원서 제출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첨부 C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두 장의 사본과 본인의 주소를 적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일치사본을 귀하에게 보내 달라는 메모를
동봉하여 보내십시오.

3)

귀하가 보호인 제도 배치를 받은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의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VII. 선언문 작성법
선언문이란 선서 하에 귀하가 갖고 있는 개인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귀하의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아는 것과 들은 것 또는 본 것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을 작성할 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게 판사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언제? 왜? 어떻게?
귀하가 감금 시설에 있고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인신 보호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선언문은 판사에게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지;
귀하가 퇴원할 경우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첨부 F 참조)
다시 말해, 감금 시설에서 나왔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할지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1)

선언문 서문에서 귀하는 다음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
(귀하의 이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

다음으로 간단한 단락에 모든 사실과 정보를 나열하십시오. 각
단락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단락은 2~3 문장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전제 하에 제가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4)

그리고 나서: ‘(선언서에 서명한 날짜)에 (선언서를 서명한
도시와 주)에서 집행됨’이라고 쓰고, 페이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십시오

[견본]
에스라 파운드의 선언문
저, 에스라 파운드는, 다음을 선언합니다.
1.
저는 2000 년 2 월 1 일부터 체리하잇츠 IMD 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LPS 보호인 제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

저는 2000 년 3 월 30 일에 보호인 제도 심리에서 졌습니다.

3.
저는 체리하잇츠 IMD 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이곳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저의 의, 식, 주를 마련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4.
저는 장애로 인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3030 Broadway Ave 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회 보장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5.
임대할 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2000 년 7 월 12 일 로스앤젤레스 2375
Maplewood Lane 의 관리인 빌 존스에게 말했습니다. 빌은 제가 방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간 그 방을 비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6.
저를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레한드로 갈레노와
캐씨 갈레노입니다. 갈레노 가족은 필요하면 그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법정에 올 것입니다.
7.

저는 음식을 사고 스스로 식사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8.
저는 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 두 벌과 속옷 그리고 셔츠 세 장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 옷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전제 하에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2000 년 7 월 20 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행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스라 파운드

VIII. 인신보호영장을 얼마나 자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종종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신청서에는 거부된 영장과
다른, 자격이 충분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IX.

특정 권리 상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
A)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의 조건으로 특정 권리의 상실에 대해 이의 제기

귀하가 보호인 제도에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자동으로 귀하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귀하의 투표권, 운전 면허 소지,
계약 체결, 총기 소지,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 중증 장애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동의 거부에 대한 권리를 특히 제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 5357. 판사에게 일부 권리 철회 사실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려면
판사에게 귀하가 여전히 해당 권리를 상실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청원(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리의 상실에 대한 심리를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자 보호인 제도에 배치되었다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대변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선임 변호사는 공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회 복지사는 법원 선임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 옹호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전화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 및 ‘관리 상실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십시오.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자신의 청원을 법원에
제기하여 관리 상실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 주를 주어야 합니다.
B)

보호대상자의 거부된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청원 제출 관련 지침
1)

양식의 모든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첨부 B 참조)

2)

가능할 경우, 법원으로 두 장의 사본과 본인의 주소를 적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일치사본을 귀하에게 보내 달라는 메모를
동봉하여 보내십시오. 귀하가 보호인 제도 배치를 받은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청원서를 보내십시오. 상급 법원의 주소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G 참조)

첨부 A:
재심리 요청

1
2
3
4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Pro Per

5
6
7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8

캘리포니아주의 __________________ 카운티

9
10

다음 해당인에 대한 보호인 제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12

보호대상자

13

) 사례 번호:
)
) 재심리 요청
)
)
)

14
15

다음 사항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호대상자 (이름)

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상단에 명시된 법적 조치에 관한

17

(날짜)______________(무렵)의 판결에 따라 보호인 제도에 처하게 된 것에

18

대해 캘리포니아 17 복지 및 기관법 § 5364 에 따라 재심리를 요청합니다.

19

보호대상자는 지난 6 개월 동안 심리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
21
22

보호대상자는 상담을 유지할 수단이 없으며 이로써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23
24

날짜: ________________

정중히 제출합니다,

25
26
27
28

작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보호대상자, In Pro Per

첨부 B:
인신 보호 영장- [기입 양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첨부 C:
배치 검토 요청

1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In Pro Per
5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캘리포니아주의 __________________ 카운티

6
7

8 다음 해당인에 대한 보호인 제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10

보호대상자

11
12

) 사례 번호:
)
) 배치 검토에 대한 요청
)
)
)

13
14

다음 사항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호대상자 (이름)

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날짜)______________ (무렵)에 상단에
16 명시된 법적 조치에 관한 판결에 따라서 보호인이 현재의 시설에
17 보호대상자로 배치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 18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8 § 5358 에 따라 배치 검토 심리를 요청합니다. 보호대상자는 지난 6 개월 동안
19 19 배치 검토 심리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

보호대상자는 상담을 유지할 수단이 없으며 이로써 상담 예약을

21 요청합니다.
22
23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정중히 제출합니다,

24
25
26
27
28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보호대상자, In Pro Per

첨부 D:
항소 청구서

1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In Pro Per
5
6
7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8
9
10
11

캘리포니아주의 __________________ 카운티

다음 해당인에 대한보호인 제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13

보호대상자.

14
15

) 사례 번호: ________________
)
) 항소 청구서
)
)
)
)

16
17
18
19

다음 사항을 주목해 주십시오. 보호대상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상단에 명시된 (날짜)
______________(무렵)의 법적 조치에 관한 판결에 항소합니다.

20
21
22

보호대상자는 상담을 유지할 수단이 없으며 이로써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23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정중히 제출합니다,

24
25
26
27
28

작성자: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보호대상자, In Pro Per

첨부 E:
제도 갱신에 반대에 관해 법정에 보내는
보호대상자의 서신 견본

수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상급 법원.
(귀하가 보호인 제도 하에 있는 카운티의 이름)

담당자: LPS 보호인 제도 담당 직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이름)

사례 번호/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설의 이름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신:

저의 LPS 보호인 제도 갱신에 대한 반대 요망

판사님께
저는 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______________ (무렵)에 일년 기간의
(날짜)

보호인 제도에 처해졌습니다. 저는 저의 보호인 제도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호인 제도 갱신에 대한 심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______ 장애로 인해 법정에 가는 교통편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인들을 소환하여 저에게 중증장애가
없다는 것을 보이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______ (a) 치료 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b) 가족/친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c)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저의 보호인 제도가 갱신된다면 저는 다음 사람이 저의 보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법원 심리에서 보호인 제도가 갱신되면 5 일 이내에 법원에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
저는 지금 판사재판 또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하나에 동그라미)

저의 보호인 제도 갱신에 대한 초기 법정 심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서명)

첨부 F:
본인이 중증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 계획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의 변호사와
보호인에게 제출하십시오]

1.

이름. 주소. 사례 번호 (알고 있는 경우).

2.
제 한 달 수입은 ______________ 입니다. 저는 그 돈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혜택, 퇴역 군인 혜택, 직장 수입이 포함됩니다.

3.
저는 이 주소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이 금액을 월세 비용으로 소비할 것입니다.

4.
저는 이 방법으로 저의 음식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음식에 소비할 것입니다.

5.
저는 이 방법으로 저의 옷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옷에
소비할 것입니다.

6.
저에게 의, 식, 주를 제공함으로써 저를 도울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연락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귀하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은 서면 메모를 첨부하십시오.)

7.
저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저는 이 사람이나 기관에게서 기꺼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8.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약속 시간이나 만날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첨부 G: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목록

Alameda County Superior Court
René C. Davidson Courthouse
1225 Fallo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12
1221 Oak Street, 3rd and 4th Floors
Oakland, California 94612
Hayward Hall of Justice
24405 Amador Street
Hayward, CA 94544
Mental Health Division
John George Psychiatric Pavilion
2060 Fairmont Drive
San Leandro, CA 94578
Alpine County Superior Court
777 State Route 89
P.O. Box 518
Markleeville, CA 96120
Amador County Superior Court
500 Argonaut Lane
Jackson, CA 95642
Butte County Superior Court: Civil Division
Chico - North Butte County Courthouse
1775 Concord Avenue
Chico, CA 95928
Oroville - Butte County Courthouse
One Court Street
Oroville, CA 95965
Calveras County Superior Court: Civil Division
400 Government Center Drive,
San Andreas, CA 95249-9794
Colusa County Superior Court: Civil Division
532 Oak Street
Colusa, CA 95932

Contra Costa County Superior Court
Wakefield Taylor Courthouse
725 Court Street
Martinez, CA 94553
Richmond Courthouse
100 – 37th Street
Richmond, CA 94805
Pittsburgh Courthouse
1000 Center Drive
Pittsburg, CA 94565
Del Norte County Superior Court
Main Courthouse
450 H Street
Crescent City, CA 95531
El Dorado County Superior Court
Placerville Main Street Branch
495 Main Street
Placerville, CA 95667
Cameron Park Branch
3321 Cameron Park Drive
Cameron Park, CA 95682
South Lake Tahoe Branch
1354 Johnson Blvd.
South Lake Tahoe, CA 96150
Mental Health
Placerville Fair Lane Branch
295 Fair Lane
Placerville, CA 95667
Fresno County Superior Court
B. F. Sisk Courthouse
1130 O Street
Fresno, CA 93721-2220
Glenn County Superior Court
526 W Sycamore St
Willows, CA 95988

Orlando Courthouse
821 E. South Street
Orland, CA 95963
Humboldt County Superior Court
825 Fifth Street,
Eureka, CA 95501
Imperial County Superior Court
El Centro Courthouse
939 West Main Street
El Centro, CA 92243
Inyo County Superior Court
168 North Edwards
Independence, CA 93526
Bishop:
301 West Line St.
Bishop, CA 93514
Kern County Superior Court
1415 Truxtun Ave.
Bakersfield, CA 93301
Kings County Superior Court
Departments 1 - 10
1640 Kings County Drive
Hanford, CA 93230
Lake County Superior Court
255 N. Forbes Street, 4th Floor
Lakeport, CA 95453
Clearlake Branch
7000 A South Center Drive
Clearlake, CA 95422
Lassen County Superior Court
Hall of Justice
2610 Riverside Drive
Susanville, CA 96130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Burbank Courthouse
300 East Olive
Burbank, CA 91502
Central Civil West Courthouse
600 South Commonwealth Ave.
Los Angeles, CA 90005
Chatsworth Courthouse
9425 Penfield Ave.
Chatsworth, CA 91311
Compton Courthouse
200 West Compton Blvd.
Compton, CA 90220
Glendale Courthouse
600 East Broadway
Glendale, CA 91206
Governor George Deukmejian Courthouse
275 Magnolia
Long Beach, CA 90802
Inglewood Courthouse
One Regent Street
Inglewood, CA 90301
Michael Antonovich Antelope Valley Courthouse
42011 4th Street West
Lancaster, CA 93534
Norwalk Courthouse
12720 Norwalk Blvd.
Norwalk, CA 90650
Pasadena Courthouse
300 East Walnut St.
Pasadena, CA 91101
Pomona Courthouse South
400 Civic Center Plaza
Pomona, CA 91766

Santa Monica Courthouse
1725 Main Street
Santa Monica, CA 90401
Spring Street Courthouse
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Stanley Mosk Courthouse
111 Nor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2
Torrance Courthouse
825 Maple Ave.
Torrance, CA 90503
Van Nuys Courthouse East
6230 Sylmar Ave.
Van Nuys, CA 91401
West Covina Courthouse
1427 West Covina Parkway
West Covina, CA 91790
Madera County Superior Court
County of Madera
200 South "G" Street
Madera, CA 93637
Bass Lake Division
40601 Road 274
Bass Lake, CA 93604
Marin County Superior Court
3501 Civic Center Drive
San Rafael, California 94903
Mariposa County Superior Court
5088 Bullion Street
Mariposa, CA 95338
Merced County Superior Court
627 W 21st Street
Merced, CA 95340

Modoc County Superior Court
205 South East Street
Alturas, CA 96101
Mono County Superior Court
100 Thompsons Way
P.O. Box 1037
Mammoth Lakes, CA 93546
Bridgeport Courthouse
278 Main St.
P.O. Box 537
Bridgeport, CA 93517
Monterey County Superior Court
1200 Aguajito Road
Monterey, CA 93940
Napa County Superior Court
Historic Courthouse
825 Brown Street
Napa, CA 94559
Nevada County Superior Court
201 Church Street
Nevada City, CA 95959
10075 Levon Avenue
Truckee, CA 96161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700 Civic Center Drive West
Santa Ana, CA 92701
751 West Santa Ana Blvd
Santa Ana, CA 92701
Placer County Superior Court
10820 Justice Center Drive
Roseville, CA 95678

101 Maple Street
Auburn, CA 95603
2501 North Lake Blvd.
Tahoe City, CA 96145
Plumas County Superior Court
520 Main Street, Room 104
Quincy, CA 95971
Riverside County Superior Court
Blythe Courthouse
5 N. Broadway
Blythe, CA 92225
Southwest Justice Center
30755-D Auld Road, Murrieta, Ca. 92563
Palm Springs Courthouse
3255 E. Tahquitz Canyon Way
Palm Springs, Ca. 92262
Riverside Historic Courthouse
4050 Main Street
Riverside, Ca. 92501
Sacramento County Superior Court
Gordon D. Schaber Sacramento County Courthouse
720 9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San Benito County Superior Court
450 Fourth Street
Hollister, CA 95023
San Bernardino County Superior Court
San Bernardino District – Civil Division
247 West Third Street
San Bernardino, CA 92415-0210
San Diego County Superior Court
Hall of Justice
330 W. Broadway, Room 225
San Diego, CA 92101

North County Regional Center
325 South Melrose Drive
Vista, CA 92081
San Francisco County Superior Court
Civic Center Courthouse
400 McAllister St.
San Francisco, CA 94102
Department 206
400 McAllister St.
San Francisco, CA 94102-4514
San Joaquin County Superior Court
Stockton Courthouse
180 E Weber Ave
Stockton, California 95202
Physical Address for Department L-1:
217 W Elm St (2nd Floor)
Lodi, California 95240
Physical Address for Department L-2:
315 W Elm St
Lodi, California 95240
Tracy Branch
475 E 10th St
Tracy, California 95376
San Luis Obispo County Superior Court
1050 Monterey St.
San Luis Obispo, CA 93408
San Mateo County Superior Court
Southern Branch
Hall of Justice
400 County Center
Redwood City, CA 94063
Southern Branch Annex
500 County Center
Redwood City, CA 94063

Northern Branch
1050 Mission Road
South San Francisco, CA 94080
Central Branch
800 North Humboldt Street
San Mateo, CA 94401
Santa Barbara County Superior Court
1100 Anacapa Street
Santa Barbara, CA 93121-110
312-C East Cook Street, Bldg. E
Santa Maria, CA 93456-5369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91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13
161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13
Santa Cruz County Superior Court
701 Ocean Street
Santa Cruz, CA 95060
1 Second Street
Watsonville, CA 95076
Shasta County Superior Court
Main Courthouse
Courtrooms/Departments 3 - 11 and Jury Assembly Room
1500 Court Street
Redding California 96001
Justice Center (adjacent to the Shasta County Jail)
Courtrooms/Departments 1, 2 and 12
1655 West Street
Redding California 96001
Sierra County Superior Court
100 Courthouse Square
Downieville, CA 95936
Siskiyou County Superior Court

311 4th Street
Yreka, CA 96097
Dorris Court Location
324 N. Pine Street
Dorris, CA 96023
Solano County Superior Court
Hall of Justice
600 Union Avenue
Fairfield, CA 94533
Old Solano Courthouse
580 Texas Street
Fairfield, CA 94533
Law and Justice Center
530 Union Avenue, 2nd floor
Fairfield, CA 94533
Solano Justice Center
Solano Justice Center
321 Tuolumne St.
Vallejo, CA 94590
Sonoma County Superior Court
Main Courthouse
Hall of Justice
600 Administration Drive
Santa Rosa, CA 95403
Civil And Family Law Courthouse
3055 Cleveland Avenue
Santa Rosa CA 95403
Stanislaus County Superior Court
City Towers Courthouse
801 10th Street, 4th floor
Modesto, CA 95354
Sutter County Superior Court
Sutter County Superior Courthouse
1175 Civic Center Blvd
Yuba City, CA 95993

Tehama County Superior Court
Red Bluff
1740 Walnut Street
Red Bluff, CA 96080
Trinity County Superior Court
Main Courthouse:
11 Court Street
Weaverville, CA 96093
Hayfork Branch:
6641B State Hwy3
Hayfork, CA 96042
Tulare County Superior Court
County Civic Center
221 S. Mooney Blvd.
Visalia CA 93291
Tuolumne County Superior Court
Historic Courthouse
41 W. Yaney Avenue, Second Floor
Sonora, CA 95370
Ventura County Superior Court
800 South Victoria Avenue
Ventura, California 93009
3855-F Alamo Street
Simi Valley, California 93063
Yolo County Superior Court
Yolo Superior Court
1000 Main St.
Woodland, CA, 95695
Yuba County Superior Court
215 Fifth Street, Suite 200
Marysville, CA 95901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발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설문조사 참여하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지원 요청 서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916-504-5800 (북가주)
또는 213-213-8000 (남가주)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