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에 출두하는 동안 주립 병원에
배정된 침대 유지하기
2014 년 5 월, 자료 #CM43.03
주 법원의 지시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은 법정 절차를 위해 주 법원에
직접 출두 하고 싶을 경우, 절차가 끝난 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배정받았던
침대를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립 병원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침대나 다른 병동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새로운
의료진, 병동의 환경, 새 룸메이트에 익숙해 지는 동안 치료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립병원에서는 치료 팀이 병동에 따라 지정되므로,
새 병동에 배정받은 사람은 새 의료진을 가지게 됩니다. 치료 팀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며, 여기에는 치유 요법 프로그램이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새 치료
팀은 이전 치료 팀의 계획을 채택하거나 안 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치료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이란 환자가 의료 전달체계의 다양한 요소들 간에 질서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거쳐가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서비스나 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한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1
일부 연구에 의하면, 치료의 연속성이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나 기능적 상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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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약물 처방 준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 병원에
입원하게된 사람은 배정받은 침대를 고수하기 위해, 법원 절차에 직접 출두하는
것 이외에 차선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합니다. 비디오나 전화와 같은 기술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출두는 논란의 여지와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질의 응답지는 관계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1. 주립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법원 절차에
직접 출두하게 되면, 배정받은 병원 침대는 어떻게 됩니까?
답: 귀하에게 배정되었던 침대는 곧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거나, 귀하가 특정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귀하에게 배정된 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귀하는 침대를 새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2.

새 침대 재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답: 여러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병동으로 옮겨서 똑같은
치료를 받으나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새 룸메이트와 함께 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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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내가 병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침대를 보류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답: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침대 공간에 기인하여
정해진병원 측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방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립
병원에 새로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공간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되어 주립 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들은 구치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4. 생활 공간과 치료진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
치료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 침대가 재배정되거나 치료진이 바뀌게 되면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상적 관계가
발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치료 계획이 영향을 받거나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 또는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치료팀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감의 치유적 중요성에 대한 임상적 실험결과가
있습니다.3 임상팀을 바꾸게 되면, 귀하는 새로운 치유적 연대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곧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와 그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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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치유적 연대감 – 전 세계적인 진보 (Institutional Therapeutic Alliance
in Multi-Professional Treatments with Severely Disturbed Patients, Psychiatric
Disorders - Worldwide Advances), Dr. Toru Uehara (Ed.), ISBN: 978-953-307833-5, InTech, 다음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chopen.com/books/psychiatric-disordersworldwideadvances/institutional-therapeutic-alliance-in-multi-professionaltreatments-with-severely-disturbed-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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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절차가 끝난 다음, 최소한 같은 병동에 침대를
배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답: 안됩니다. 구치소는 그 곳에 구금되어야 하는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침대를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치소에는 귀하의 임상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합당한 의료진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6. 법원에 출두하고자 하지만, 배정된 침대를 유지하고 현재의
임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일과 같이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개인이 법원 절차에 응하기 위해 생활이나 자유, 또는 자산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완벽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상의 권리에 대한
결정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내려집니다. 모든 법원 절차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필요 하지 않으며,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특히
그렇습니다. 개인이 공정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출두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면, 병원에서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법원 절차의 종류와 법원이 차선 방법을 허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별로 검토 할 것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하거나, 복잡한 문제 또는 긴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적인 법원 처리과정인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개인이 법원 절차에 직접 출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CourtCall4 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관은
피고가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법원에 출두하는 사건에서 내려진 모든 재판 결과는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법원 절차의 복잡성과 항소를
피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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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에 기술 장비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뢰인과 그의
변호인이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을 놓고 의논해서 내려야 합니다.

8. 병원에서, 내가 병원에 복귀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침대를 재배정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보안과 또는 기타 법률 집행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병원까지 시간에 맞추어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고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주립 병원부와 계약을 맺은 사설 회사의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대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서에 독려하여 교통편에 관한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9.

본인 자신의 대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행정 불만 처리 절차에 참여하여, 귀하의 변호인 그리고/또는 대변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사건 발생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귀하에게 배정된 침대를
잃어버린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모으고, 새 병동에 재배정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에 관한 설명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신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하의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영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재정지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국 (CalMHSA, 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은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위해 일하는
카운티 정부의 기관입니다. CalMHSA 가 시행하는 예방 및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서비스법제 63(Mental Health Services Act [Prop
63])호에 의거하여 카운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제 63 호는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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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속했던 사람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다양한 커뮤니티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과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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