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IOR COURT OF WASHINGTON FOR PIERCE COUNTY
**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티 고등법원
STATE OF WASHINGTON,
**워싱턴 주
Plaintiff/**원고

CAUSE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번호

vs./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fendant/ **피고.

ORDER ESTABLISHING CONDITIONS
PENDING TRIAL PURSUANT TO CrR 3.2
**법원규칙 3.2 에 따른 재판 계류 중
조건 설정 명령

THE COURT HAVING found probable cause, establishes the following conditions that shall apply pending trial in
this cause number or until entry of a later order; IT IS HEREBY ORDERED
**본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번호로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추후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 될 다음의 조건들을 규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Release conditions
**석방 조건들:
[ ]

Defendant is to be held in custody without bail (no bail hold).
**피고인은 보석 허가 없이 구류 (무보석 구류) 될 것임.

[ ]

Defendant is to be released on personal recognizance.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할 것을 서약하고 석방될 것임.

[ ]

Defendant is to be released upon execution of a surety bond in the amount of $______________ or posting
of cash in the amount of $ ______________.
**피고인은 $_______________ 의 보증증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______________ 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걸고 석방될 것임.

Conditions that take effect upon release from custody:
구류에서 석방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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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endant is released to the supervision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감독하에 인계석방 됨.

[ ]

Defendant is to reside/stay only at this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인은 오직 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서만 거주해야 함.

[ ]

Travel is restricted to Pierce, King, Thurston, and Kitsap Counties.
**여행은 피어스, 킹, 서스턴 및 킷삽 카운티로 제한 됨.

[ ]

Defendant is not to drive a motor vehicle without a valid license and insurance.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 및 보험이 없이는 차량을 운전하지 못함.

[ ]

Defendant is to keep in contact with defense attorney.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사와 연락을 유지해야 함.

Conditions that take effec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들:
[ ]

Defendant is to have no violations of the criminal laws of this state, any other state,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this state or any other state, or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of his/her release.
**피고인은 이 주, 다른 모든 주,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하부 행정구역 또는 미합중국의 형사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함.

[ ]

Defendant is to have no contact with the alleged victim(s) or witness (es), to w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인은 희생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 또는 증인(들), 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를) 접촉하지 말아야 함.
This includes any attempt to contact, directly or indirectly, by telephone and/or letter.
**이 금지사항에는 직접적으로던 간접적으로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접촉하려는 시도도 포함 됨.
[ ] Pierce County jail shall monitor phone calls made by the defendant to insure compliance with this
directive.
**피어스 카운티 구치소는 이 지시사항의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는
전화통화들을 감청 함.

[ ]

Defendant is to have no contact with minor children (under age 18) and is not to be on school grounds or
playgrounds, except for:
**피고인은 미성년 아동들 (18 세 미만)을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학교 구내
또는 운동장에 들어 갈 수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Defendant is to report to the Pierce County jail by ______________ for administrative booking procedure.
**피고인은 용의자 구속절차를 위하여 _______________ 까지 피어스 카운티 구치소에 신고해야 함.

[ ]

Defendant shall not possess weapons or firearms.
**피고인은 무기나 총기를 소지하지 못함.

[ ]

Defendant shall not consume or possess alcohol or non-prescription drugs, or knowingly associate with any
drug users or sellers, except 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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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알코올 또는 처방약이 아닌 약물을 마시거나 복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약물 사용을 근절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시간이외에는 알면서 약물 사용자나 약물 판매자와
어울려서도 안 된다.
[ ]

Additional conditions of release are included in an attachment:
[ ] ATC [ ] Protective Order [ ]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석방의 추가조건들은 첨부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 ] 구금 대안 [ ] 보호명령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Other:

**기타:

[ ]

Defendant is hereby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rresting law enforcement agency to be detained by
the same until the above stated conditions of release have been met.
**피고인은 이에 따라 체포담당 법 시행기관의 수감에 위임되며 위에 언급된 석방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위 법 시행기관에 구치 됨.

DATED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 20__.
**날짜 오늘
일
월
20__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DGE\COMMISSIONER
**판사\위임 재판관

I agree and promise to appear before this court or any other place as this court may order upon notice delivered to
me at my address stated below or upon notice to my attorney. I agree to appear for any court date set by my attorney
and I give my attorney full authority to set such dates. I understand that my failure to appear for any type of court
appearance will be a breach of these conditions of release and a bench warrant may be issued for my arrest. I further
agree and promise to keep my attorney or, if I am representing myself, the Office of the Prosecuting Attorneyinformed of any change of either my address or my telepho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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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래에 진술한 나의 주소로 나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나의 변호사에게 보낸 통지를 받을 때 이 법정
또는 이 법정이 명령하는 다른 곳에 출두하기로 동의하며 약속합니다. 나는 나의 변호사가 정하는 법원
날짜에 출두하기로 합의하며 나는 나의 변호사에게 그런 날짜들을 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종류를 불문하고 법원출두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석방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에 대한 판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변호사 또는,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검사 사무실에 언제나 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I have read the above conditions of release and any other conditions of release that may be attached. I agree to
follow said conditions and understand that a violation will lead to my arrest. FAILURE TO APPEAR AFTER
HAVING BEEN RELEASED ON PERSONAL RECOGNIZANCE OR BAIL IS AN INDEPENDENT CRIME,
PUNISHABLE BY 5 YEARS IMPRISONMENT OR $10,000, OR BOTH (RCW 10.19).
나는 위 석방조건들 및 첨부될 수도 있는 부속서류의 모든 석방조건들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조건들에 따를
것에 동의하며 위반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개인보증 또는 보석금에
의하여 석방 된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 것은 별개의 범죄로서 5 년 간의 감금 또는 $10,000 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
**주소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FENDANT
**피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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