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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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 

지난호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초범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자가 여러번 

음주운전을 위반할 경우 버지니아법상 받게되는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한다.  

한잔 술에 음주운전 초범으로 걸린사람이, 두잔술에 음주운전 연속범이 되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첫번째 음주운전 판결 이후 5 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으면 20 일간의 강제 

수감을 당하게 되고, 한달에서 12 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있다. 따라서 최소한 20 일간은 감옥살이를 

해야된다는 뜻이다. 더우기 3 년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12 개월이 지나야만 직장 

출근과 가사를 돌보기 위한 제한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알코올 안전행동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차에 자동차 점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시동을걸때마다 

음주테스트를 해야 한다. 

둘째로, 첫번째 음주운전 판결 이후 5 년에서 10 년사이에 또다시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으면 10 일간 

강제수감이 되며, 한달에서 12 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1 년간 정지되게되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4 개월이 지나야 제한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알코올 안전 행동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자동차 점화 연동 장치를 최소한 6 개월간 설치항야 한다.  

셋째로, 음주운전 유죄판결 후 5 년이내에 세번째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제 6 급 중범으로 

취급되어 최고 벌금 $2,500 과 아울러 일년에서 5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우기 6 개월간의 

강제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10 년안에 3 번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90 일간 강제징역형에 처해진다. 10 년안에 4 번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한 1 년간 강제징역형을 받게되며 최소한 $1,000 벌금을 내야한다. 

5 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며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진다. 만약 다른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고, 또 

다시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버지니아법상 음주운전 연속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대답은 그렇다 .만약 다른주의 음주운전법이 버지니아주의 

음주운전법과 상당히 유사할 경우 (substantially similar test) 버지니아법상 음주운전 연속범으로 가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음주운전의 전과에 관계없이 불량한 운전기록이 재판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운전기록상 포인트가 아주 높으면 음주운전의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 불량한 

운전기록이라함은 결국, 교통법규에대한 불성실한 이행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교통법규 준수를 잘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것은 절대 금물이다.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자가운전을 하기보다는 비록 택시비가 $100 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나 제 3 자의 대리운전을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 길만이 음주운전의 

심각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