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케이스에 대한 피해자 권리 요청 양식
귀하는 오리건 주의 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다수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권리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권리의 경우에는
요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또는 지방 검사(피해자의 요청 시)가 자체
재량으로 귀하를 대신해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4)절].

이러한 권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실 권리(이하 목록) 앞의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한 뒤 현지
지방 검사 사무실로 본 양식을 회송하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는 귀하의 요청이
없을 경우 귀하가 이러한 권리를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것입니다.
피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합니까?
□

아니요

케이스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변호사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개 법정의 심리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대해 사전에 통보 받을 권리.
중요한 단계에는 재판, 석방 청문회, 탄원 및 선고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a)절] [ORS 135.245(5)(b)(A), ORS 147.500(5)]

□

보호 관찰 철회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통보 받을 권리.

□

유죄 판결, 선고, 구금, 범죄 이력 및 형사 범죄 이력, 피고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향후
석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b)절] ORS 147.421(1)

□

폭력적인 중범죄 케이스의 경우, 탄원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탄원과 관련된 합의를 하기 전에
지방 검사와 상의할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42(1)(f)절] [ORS 147.512(2)(a)]

□

성범죄 관련 케이스의 경우,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격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복사 또는 배포를
제한할 권리. [ORS 135.873(5) & (6)]

□

성범죄 관련 케이스의 경우, 소송 절차에 대한 "전자 기록"을 막을 권리. 전자 기록에는
비디오/오디오 및 사진이 포함됩니다. [UTCR 3.180 (9)(d)(1)(a)]

□

체액 전달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HIV 및 기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게
할 권리. [ORS 135.139]

□

DUII 자동차 충돌 케이스의 경우, 피고인에게 제공된 케이스 관련 정보는 귀하에게도 제공될
권리. [ORS 135.857]

□

1급 대인 범죄 및 주거침입의 경우에만 항소, 유죄 판결 후 절차, 또는 연방 인신 보호 절차 등
유죄 판결 후 법원이 실시하는 모든 조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ORS 137.545(11)(a)]

제42(1)(c)절] [ORS 138.627, 147.433, 147.438]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원이 소송 절차를 통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지정하도록 할 권리(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지방 검사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ORS 45.275, 45.285]

***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고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면담, 증언 또는 기타 증거개시 요청을
거부할 권리. 귀하는 또한 해당 요청에 동의하고 지방 검사 또는 대변인을 참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ORS 135.970(3),135.970(2),138.625(5)]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항시 업데이트를 해 주십시오.

귀하는 오리건 주의 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다수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부 권리의 경우에는 요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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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케이스에 대한 피해자 권리 요청 양식
유죄 판결 직후 특정 권리를 요청하려면, 귀하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범인을 감독하는 개별 기관에 직접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범죄자가 현지에서 감독을 받는 경우(유예 기간 중), 카운티의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연락과 관련하여 귀하의 지역 DA 사무소 대변인이 귀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범죄자가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오리건 주 가석방 및 석방후 감독위원회(Oregon Board of
Parole and Post-Prison Supervision)(503-945-0907)로 연락하십시오.
• 범죄자가 유죄이지만 정신 이상(Guilty Except for Insanity, GEI)으로 판명된 경우, 오리건 주
정신과 보안 검토위원회(Oregon Psychiatric Security Review Board)(503-229-5596) 또는
주립 병원 검토 패널(State Hospital Review Panel)(503-945-2800)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권리를 요청하려면, 오리건 주 가석방 및 석방후 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귀하의 케이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특정 범죄의
경우)이 귀하의 자택(인구가 13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 3마일(약 5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특별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기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ORS 137.540(4)(a)]
구금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려면 VINE에 재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알림 시스템, VINE(Victim Information Notification Everyday)을 통해 24시간 감옥 또는 주립 교도소
시설에 구금된 성인 범죄자 및 오리건 주 청소년 교정 시설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성인 케이스의 구금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감 정보
• 탈옥 통보
• 사망 통보

• 구금 위치
•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상태의 변경
• 석방 정보
VINE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이용하려면,

1-877-674-846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VINELINK.COM을

기타 유용한 정보:
• 교정국으로부터 구금 중인 범죄자의 석방 예정일을 통보 받으려면, 오리건 주 가석방 및 석방후
감독위원회 피해자 서비스 담당 부서(503-945-0907)로 연락하십시오.
• 가석방 위원회 심리 30일 전에 통보를 받으려면, 오리건 주 가석방 및 석방후 감독위원회 피해자
서비스 담당 부서(503-945-0907)로 연락하십시오. (특정 성인 형사 사건에서만 본 심리를
실시합니다.)
• 피고가 정신과 보안 검토위원회(Psychiatric Security Review Board, PSRB)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503-229-5596)에 연락하면 심리 전에 또는 피고의 석방, 방면, 탈옥 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리건 주 경찰 성범죄자 정보(Police Sex Offender Information)(503-934-1258)로
연락하여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 후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 대한 법무부 항소 옹호 프로그램(Appellate Advocacy
Program)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503-378-4284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doj.state.or.us/victim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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