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Office of Jason J. Huh, PLLC 
허진 변호사 

 

4101 Chain Bridge Road, Ste. 209 (T) 703.218.5404  (F) 703.218.5413 
Fairfax, VA 22030  attorneyhuh24@gmail.com  
 
 

 
1 

길거리 술 주정도 형사처벌 돼 

많은 이민 1 세들은 아직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기억한다.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에서 술 마시고, 

길거리를 비틀거리면서 활보하고, 큰소리로 뽕짝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을…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한국식 술 문화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있다. 얼마 전 김모씨가 공공음주 

(Drunk in Public) 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그는 집에서 친구들과 소주 몇잔을 마신 뒤 

술에서 일찍 깨어나기 위해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기로 했다. 걷고 있던 중에 술냄새를 맡은 경찰이 

김모씨와 친구를 세운 뒤 “술을 마셨냐” 고 물었다. 김모씨가 “Yes” 라고 대답하자, 경찰은 공공음주죄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며 하소연을 하듯 억울해 했다. 

미국 형법 상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로 나가면 공공음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잠시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도 실질적으로 공공음주로 체포될 수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의 

한 예를 들면, 자기 집 뒤뜰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집의 뒷마당이 공공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기에 공공음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경찰이 아무나 무조건 질문을 하고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검문을 해야하는 

개연성 이유 (Probable Cause) 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벽 2 시에 식당 옆의 한산한 거리를 

걷는다던지, 혹은 최근의 범죄 다발지역의 주택가를 방황하는 것 등은 검문의 개연성 이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보통 공공 음주는 다른 음주 관련 범죄와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 술에 취해서 자기 집을 못찾아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여보 나 왔어, 문 열어” 

하다가 주인과 실강이를 벌이다가 공공음주와 불법 주거 침입죄 (Trespass) 로 체포 된 사례도 있다. 

필자는 판사에게 불법 주거 침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나가라는 통지 (Notice) 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래서 불법 주거 침입죄는 제외되고 그 대신 공공음주 혐의만 

받았다. 불법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면 최고 1 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거 침입에 대해 

주인이 위협을 느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더욱 유의가 요망된다.  

또한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잠시 잠을 자다가 걸릴 경우에는 공공음주와 음주운전 (DWI) 

으로 함께 걸릴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측은 DWI 를 빼고 공공음주만 인정하는 것을 검사 측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공공음주만 빼주고 형이 더 무거운 DWI 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수도 있다. 결국 그때의 상황에 따라 협상에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 공공음주는 4 급 경범죄에 해당되어, 감옥은 가지 않지만 $250 벌금을 내야한다. 만약 

초범일 경우에는 공공음주죄를 면제시킬 수 있고 벌금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음주도 형사범이기 

때문에 형사 기록은 영원히 남게된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많은 음주에 관련된 형사 전과는 

이민법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겁나서 술도 못마시게 겁주는 것 아니냐는 불평을 들을 정도로 음주 관련 형사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음을 삼가 하여야 하며,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장소로 나가는 것을 두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