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의 보호 & 지지 시스템 

랜터맨-페트리스-쇼트(LPS, Lanterman-Petris-Short) 법령의 이해 

출판물. #5608.03 

소개하는 글 

1967 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 건강 시스템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의 정신 건강 장애 환자들이 종종 그들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주립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맨-페트리스-쇼트 법령(LPS 법령: 복지와 기관 코드 

섹션 5000 이하 참조)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작성자인 프랭크 랜터맨 

주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인 니콜라스 C. 페트리스와 앨런 

쇼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이 LPS 법령이 추구한 것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무기한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입원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과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확립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엄격하고 정당한 보호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정신 건강 소비자들을 위한 LPS 법령의 기본적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제 1 장에서는 LPS 의 단기간 입원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5150”은 평가와 판단을 위한 72 시간 입원이며, “5250”은 집중 치료를 



위한 14 일 입원입니다. 제 2 장에서는 LPS 보호권 과정이 적혀 있는데, 그 

과정은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제 3 자 결정을 통해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사람들의 치료 및 배치를 결정합니다. 제 3 장에서는 

LPS 입원 중 정신 건강 소비자들의 권리 및 보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LPS 법규와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이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중요한 자유권이 연관된 일이므로, 소비자들은 

환자 보호 단체들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지정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LPS 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시민단체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출판물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를 완성해 주셔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800-776-5746 으로 전화하시거나 지원 요청 

서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916-504-5800 (북 

캘리포니아); 213-213-8000 (남 캘리포니아)으로 전화 주세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제공자들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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