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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 번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  약 4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벌금을 내고 알코올 교육도 몇 주간 받았습니다.  판사가 

집행 유예 1 년을 선고했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잡혔습니다.   처음에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 하길 버지니아 주에서는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음주운전의 기록은 10 년간 따라 다닙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두번째 음주운전 위반이 

5 년 안에 있었는가 혹은 5 년에서 10 년 사이에 있었는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먼저 두번째 음주운전이 5 년안에 발생했으면,  20 일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판사가 재량으로 감면해 줄 수 없는 강제적 처벌 조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20 일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3 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 되고, 1 년이 경과해야만 제한된 운전면허증(Restricted Licens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좋은 운전 기록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차에 음주측정 점화장치(Ignition Lock Key)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차의 시동을 걸기 

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통과되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첫번째 음주운전 기록이 5 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20 일간의 감옥살이와 벌금, 알코올 

교육, 그리고 운전면허증 정지등 여러 형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 음주운전이 지난 5 년에서 10 년 사이에 발생했다면, 20 일 대신에 10 일 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 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 것은 같으나, 4 개월이 지난 뒤 

제한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5 년과 10 년간의 차이로 인한 처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두번째 음주운전은 심각한 형사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의 의뢰인 중의 한분은 첫번째 음주운전을 5 년 전에 범하고 얼마 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측과 잘 협상을 하여 첫번째 음주운전 기록을 5 년 이후에 발생한 

규정대로 처벌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갈수록 

그 규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음주문화를 하루 속히 내려 놓고 음주운전에 관한 

미국법을 준수하여  형사상 처벌과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