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ame:
**사건 번호:

Cause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인 번호:
ATTACHMENT "B"
**첨부 서류 “B”

4.

(b) (continued) Defendant is pleading guilty to these additional counts:
** (연기되었음) 피고는 아래의 추가 소인들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하고 있음:
Count
Element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crime carries a maximum sentence of _________________ years imprisonment and a
$______ fine. The standard range is from _________ months to ________ months
based upon the attached stipulation as to my criminal history.
Offense Designations:

Most Serious Offense [ ] Serious Violent [ ] Violent [ ]
Non-Violent [ ] Sex [ ] Drug [ ] Traffic [ ] (check all that apply)

Count
Element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crime carries a maximum sentence of _________________ years imprisonment and a
$______ fine. The standard range is from _________ months to ________ months
based upon the attached stipulation as to my criminal history.
Offense Designations:

Most Serious Offense [ ] Serious Violent [ ] Violent [ ]
Non-Violent [ ] Sex [ ] Drug [ ] Traffic [ ] (check all that apply)

**소인 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 요소:

**이 범죄는 최고 _________ 년의 형량과 $_____________금의 형을 지니고 있음.
기준 범위는________ 개월에서 ________개월까지 이고 이 것은 나의 전과에 대한
별첨 합의 조항에 근거 함.
범죄의 명칭:

극히 심각한 범죄[ ] 심각한 폭력적 [ ] 폭력적 [ ]
비폭력적인[ ] 성[ ] 약물[ ] 교통[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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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 요소:

**이 범죄는 최고 _________ 년의 형량과 $_____________금의 형을 지니고 있음.
기준 범위는________ 개월에서 ________개월까지 이고 이 것은 나의 전과에 대한
별첨 합의 조항에 근거 함.
범죄의 명칭:

극히 심각한 범죄[ ] 심각한 폭력적 [ ] 폭력적 [ ]
비폭력적인[ ] 성[ ] 약물[ ] 교통[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할 것)

.

(b) (continued) Defendant is pleading guilty to these additional counts:
** (연기 되었음) 피고는 아래 추가 소인항목들에 유죄를 인정하고 있음:
COUNT
NO.

STANDARD RANGE
ACTUAL
CONFINEMENT (not
including
enhancements)

PLUS Enhancement
for (F) Firearm, (D)
Other Deadly
Weapon, (V)
VUCSA in protected
zone, (VH) Vehicular
Homicide, See RCW
46.61.520, or (JP)
Juvenile Present

TOTAL ACTUAL
CONFINEMENT
(standard range
including
enhancements)

STANDARD RANGE
COMMUNITY
CUSTODY
(Only applicable for
crimes committed on or
after July 1, 2000. For
crimes committed prior
to July 1, 2000, see
paragraph 6(f))

MAXIMUM
PENALTY

소인
항목
번호

기준 범위 실제 구금
(형량증가는 포함되
지 않음)

추가 양형 상승 대
상 (F) 총기 (D) 그
외 흉기 (V) 보호지
역 내 VUCSA, (VH
) 차량에 의한 살 인
으로 인한 형량증가
. (참조 RCW 46.61.5
20, 또는 (JP) 청소
년 참석

실제구금 총 합계

기준범위 공동보호

최고 형량

(양형상승을 포함한 기
준 범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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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7월1일 또는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
에만 적용할 수 있음. 20
00년7월1일 이전에 저
지른 범행들에 대해서
는 6(F)항을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