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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때문에 받은 “제한된 라이센스”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가정주부로서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속도를 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55 

mph 지역인데 87 마일로 달렸습니다.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주면서 반드시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도위반은 간단한 것이니  판사에게 말만 잘하면 

벌금만 조금 내면 그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난폭운전”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저의 운전면허증을 6 개월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6 개월 동안 ”제한된  라이센스” 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직장 출퇴근과 아이들의 학교 등하교시 운전등 아주 제한된 운전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 가사 활동을 위한 나머지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아이들 운동과 여러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  보통 지정된 속도 제한 보다 20 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은 간단한 교통위반죄 같이 보이지만 형사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판사는 운전 면허증을 6 개월간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제한된 라이센스(Restricted license)”를  

받을 수 있고, 출퇴근, 교회, 병원 약속등의 제한된 곳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학 중 아이들 행사에 운전해 주는 것은 안되고 또한 쇼핑이나 간단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켓에 가는 등 가사를 돕기 위한 운전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한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다시 걸리게 되면, 제한된 

라이센스마저 취소가 되고 6 개월에서 1 년간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을 할때는 반드시 운전해서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의 약속으로 병원에 가는 중이면 의사와 약속했다는 약속카드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전 면허 정기기간 중 상황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귀하의 경우처럼 아이들을 

위해 운전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한된 라이센스의 

수정(Amend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청을 요구하시려면 수정에 필요한 

특별한 상황 설명과 함께 DMV 에서 교통위반이 없다는 뛰어난 운전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난폭 운전으로 취급함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난폭 운전 처럼 

6 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은 제한된 

라이센스가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난폭 운전에 해당되는 형사사건을 가볍게 여겨서 법적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