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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오리건 주의 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다수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사법제도 피해자 권리” 브로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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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현지 

지방 검사 사무실이나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로 본 양식을 회송하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지방 검사 사무실이나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에서는 귀하의 요청이 없을 경우 귀하가 이러한 권리를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공개 법정의 심리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대해 사전에 통보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a)절] 

[ORS 419C.273] (심리 절차상 중요한 단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양식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구치소나 보호소의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 [ORS 419C.273(2)(a)(A)]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판결 검토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 [ORS 419C.273(2)(a)(B)] 
 

 처분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ORS 419C.273(2)(a)(C)] 
[귀하는 석방 심리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권리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 검사 또는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a)절] 
 

 유죄 판결, 선고, 구금, 범죄 이력 및 형사 피고인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유치 상태로부터의 

향후 석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청소년 용의자 또는 피고에 대한 상응 정보를 받을 권리.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b)절] ORS 420A.122] 
 

 흉악한 폭력 범죄의 경우, 지방 검사나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는 탄원을 제기하고 최종 탄원 또는 

책임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를 하기 전에 귀하와 논의할 것입니다.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f)절] [ORS 419C.230 (3)] 
 

 성범죄 관련 케이스의 경우,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격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복사 또는 배포를 제한할 

권리.[ORS 135.873(5) & (6)] 
 

 체액 전달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청소년 피고에 대해 HIV 및 기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게 

할 권리. [ORS 419C.475(1)] 
 

 DUII 자동차 충돌 케이스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에게 제공된 케이스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ORS 419C.270 (6)]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원에게 소송 절차를 통역할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임명하도록 할 권리(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ORS 45.285] 
 

*** 청소년 용의자나 피고 또는 해당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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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제 42(1)(c)절] [ORS 419C.276(3)] 
청소년 처분 후 적용되는 기타 권리를 요청하려면,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 오리건 주 청소년 관리 당국, 또는 

청소년 정신보안 심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본 양식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항시 업데이트를 해 주십시오.   
  
피해자 이름       미성년 피해자 부모/보호자 이름 
 
우편발송 주소       시 / 주 / 우편번호 
 
주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청소년 용의자의 이름(파악된 경우)     케이스 번호(파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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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주 헌법에 따라 피해자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참석하고, 요청 시 해당 단계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 중요한 단계'란 다음에 해당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 공개 법원에서 열리는 심리 
• 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가 참석하는 심리 

'소송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구치소 및 보호소 심리 
• 판결 검토 심리 
• 석방 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심리 
• 소송 절차 전체 또는 일부를 이관하기 위한 심리 
• 면제 심리 
• 판결 및 탄원 심리 
• 처분 심리(배상 심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검토 또는 처분 검토 심리 
• 청원, 명령 또는 판결을 수정, 기각 또는 제외하기 위한 심리 
• 위반 혐의의 토대가 피해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집행유예 위반 심리(집행유예 철회 심리 등) 
• ORS 181.823(성범죄자 등록)에 따른 신고 의무 면제 심리 
• 말소 심리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분 후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권리가 적용됩니다.   
• 카운티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의 집행유예 감독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 사전 요청 시 지속적으로 심리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단, 통보 거부 요청 시에는 예외).   
 

• 오리건 주 청소년 관리 당국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   
 이미 카운티 청소년 범죄 담당 부서에 귀하의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오리건 주 청소년 관리 

당국에도 연락처를 직접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503-373-720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소년 교정 시설에 배치를 받아 오리건 주 청소년 관리 당국의 보호를 받는(밀착 보호) 청소년은 

가석방될 수도 있습니다(감독 조건으로 밀착 보호에서 석방). 청소년 교정 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밀착 보호에서 석방 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청소년은 

오리건 주 청소년 관리 당국이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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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VIN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77-674-846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VINELINK.COM을 참조하십시오.   
 

• 청소년이 청소년 정신보안 심사위원회의 관리 대상인 경우, 503-229-5596번으로 전화하시어 오리건 

주 청소년 정신보안 심리위원회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심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물론 청소년이 석방, 

방면 또는 탈옥한 경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옥 시 가능한 신속히 통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범죄자가 속해 있는 시설에 알리십시오.   
 

• "수감된 미성년 아동의 부모는 법에 따른 기타 구제책 외에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부당 행위)로 인해 유발된 실질적인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규 전문은 ORS 30.765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oj.state.or.us/victim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inelink.com
https://www.doj.state.or.us/crime-vict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