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IOR COURT OF WASHINGTON FOR PIERCE COUNTY
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티 고등법원

STATE OF WASHINGTON,
**워싱턴 주
Plaintiff
**원고
vs./**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Defendant
**피고

)
)
)
)
)
)
)
)
)
)

Cause No.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번호

ORDER CONTINUING TRIAL
**재판 연기 명령
Case Age
Prior Continuances
**사건 연령 ______ **이전 연기 회수_______

This motion for continuance is brought by
state defendant
court.
**이 연기요청은
[ ] 검사 [ ] 피고인 [ ] 판사 가 제기 했다
upon agreement of the parties pursuant to CrR 3.3(f)(1) or
**CrR 3.3(f)(1)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is required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pursuant to CrR 3.3(f)(2)and the defendant will not be prejudiced in
his or her defense or
**CRR 3.3(f)(2)에 따른 사법행정 상의 요구 때문에 또한 피고가 자신을 변호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으로 또는
for administrative necessity.
**행정적 필요 때문에.
Reasons/**이유:

□ RCW 10.46.085 (child victim/sex offense) applies. The Court finds there are substantial and compelling reasons
for a continuance and the benefit of postponement outweighs the detriment to the victim.
**RCW 10.46.085 (아동 희생자/성범죄)가 적용 됨. 판사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연기사유가 있으며 연기로
인한 이득이 희생자에게 주는 손해를 능가한다고 판단 함.

IT IS HEREBY ORDERED the Defendant shall be present and report to:
**이에 의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출두 및 보고할 것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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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날짜

□

TIME
**시간

COURT ROOM
**법정

ID NUMBER
**신분증 번호

OMNIBUS HEARING

**총괄 청문회

□

STATUS CONFERENCE HEARING

**사건현황 회의 청문회
THE CURRENT TRIAL DATE OF:
** 현재 재판 날짜:

IS CONTINUED TO:
** 으로 연기 됨.

@ 8:30 am Room
오전 법정 호실

Expiration date is: _________ (Defendant’s presence not required)
TFT days remaining: __________
**유효기간 만료일: ________ **(피고의 출석은 요구되지 않음) **TFT 남은 날수: ____________

DONE IN OPEN COURT this ______ day of
, 20
**오늘 20____년 _____월______일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fendant/**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ttorney for Defendant/Bar #
피고의 변호인/ 변협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dge/**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secuting Attorney/Bar #
검사 /변협 번호

I am flu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I have translated this entire document for the defendant from English into
Korean.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going is true and correct.
**나는 한국어에 유창하며 피고에게 이 서류 전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역해 주었습니다. 나는 위증처벌
법에 따라 앞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ierce County, Washington/**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티
Interpreter
**통역사
Court Reporter/**법원 서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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