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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합의안 통지1 

AB v DSHS (“Trueblood”)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본인의 변호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흔히 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의심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피고인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능력 회복을 위한 "회복 서비스"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B. Trueblood et. al. 대 워싱턴주 DSHS, No. 14‐cv‐1178 MJP (“Trueblood”)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능력 평가와 
회복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구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2015년 법원은 Trueblood 소송에서 워싱턴주 
보건사회부(DSHS)에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DSHS는 법원의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Trueblood, 집단 소송 구성원은 모두 현재 또는 향후에 워싱턴주 형사 혐의를 받게 되는 모든 개인이며 (a) 
법원으로부터 DSHS를 통한 능력 평가와 회복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을 받은 자, (b) 투옥된 상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 (c) DSHS에 법원 명령이 전달된 자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합의가 이전 
클래스 멤버였던 사람들 또는 클래스 멤버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합의안은 무엇입니까? 
2018년 1월 Trueblood 당사자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여러 달 동안 클래스 멤버와 그 옹호자 등 관계자들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법원의 승인에 따른 
합의계약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워싱턴주가 아래 설명된 실질적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 능력 평가: 법의학 평가자의 능력 확대 및 개선된 데이터 시스템 이용. 
2. 능력 회복: 회복 서비스 명령을 받는 사람의 수 감소, 주거 지원 및 사례 관리 서비스와 함께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의 이용, 기존 회복 서비스 역량 추가. 대체 회복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3. 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경찰과 정신건강 제공자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이동 위기 대응 팀의 확대, 
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증대 및 강화, 이러한 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의 주거 지원 및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4. 교육 및 훈련: 응급 파견요원, 교도소 교정 담당관, 경찰을 위한 행동 건강 위기 훈련의 확대, 클래스 
멤버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교도소  훈련 지원 제공. 

5. 인력 개발: 동료 지원 전문가 개발 및 교육 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신건강 제도의 인력 및 훈련 수요 충족. 
 
계약에 설명된 변경사항은 주 여러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Pierce, Southwest, Spokane 지역을 
포함합니다. 2단계는 King 지역을 포함합니다. 3 단계 진행은 향후 결정합니다. 이 계약은 또한 워싱턴주의 노력과 
변경의 작동 확인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클래스 멤버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클래스 멤버를 대표하는 변호사("클래스 변호사")는 David Carlson, Kimberly Mosolf, 그리고 Alexa Polaski이며 
이들은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DRW), 315 5th Ave. S., Seattle, WA 98104, and Christopher Carney from Carney 
Gillespie Isitt PLLP, 600 1st Ave., Ste. LL08, Seattle, WA 98104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합의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 
공정성 심의회를  700 Stewart Street, Seattle WA 98101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실시할 것이며 이때 귀하와 같이 계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런 뒤 합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합의계약서 사본과 기타 유용한 정보는 
www.disabilityrights.org/Truebloo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RW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DRW에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DRW에 대한 의견은 우편, 이메일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DRW에 제공된 
의견은 10월 30일 공정성 심의회 전에 법원에 제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www.disabilityrightswa.org/Trueblood 에 접속하거나 또는 Disability Rights Washington에 
우편으로 문의해주십시오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315 5th Ave. S., Seattle, WA 98104 
이메일 또는 전화: Trueblood@dr‐wa.org, (206) 324‐1521, 무료 (800) 562‐2702. DRW는 교도소 내 수신자 요금부과 
전화를 받습니다. 

 

1 본문은 합의계약 예비 승인을 위한 공동 결의안이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Declaration of Kimberly Mos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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