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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따른 실제자료 

당신은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후 예측되는 사항은? 

뉴저지 음주 운전 프로그램(IDP)에서는, 알코올 혹은 약물 관련 으로 자동차나 보트 를 운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 이후 중재를 위한 행정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프로그램 (IDP)에서는 복지부 (DOH), 법원 행정처 (AOC), 뉴저지 자동차국 (NJMVC) 과 협조하여, 주 

전체의 의뢰인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프로그램 (IDP)에서는, 모든 음주 

운전 범법자들이 음주운전 자원센타 (IDRC) 에서 완수할 카운티/지역 수준의 교육, 심사, 그리고 위탁 에 

이르기 까지 참여할 수있도록 일정을 편성해 드립니다.  

참고: 유죄판결 이후  4주 이내에 일정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음주운전프로그램 콜 센터 

(IDP Call Center) 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뒷면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원센터 (IDRC) 에서는 뭘하나요? (본인이 뉴저지 운전 면허 범범자이거나, 혹은 

타주 면허 범법자로서,  뉴저지주의 50 마일 반경내에 거주하는 경우): 

뉴저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뉴저지 혹은 타 주에서 음주 혹은 약물 관련 차량운전 혹은 

보트운행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엔, 유죄 판결 법정 선고에 의해, 음주 운전 프로그램 ( IDP) 과 음주 

운전 자원 센타 ( IDRC) 의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2시간  음주운전 자원 센타  

프로그램 (IDRC)의 선고를 받았으면, 구금과 동시에, 교육 워크샵에 참석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음주 운전 자원 센터 (IDRC) 에서 적어도 하루에 6시간씩, 연이어 이틀동안 (전체 12시간) 위험 심사 (at-

risk screening) 를 받아야 합니다. 48시간 음주운전 자원센타  프로그램 (IDRC) 을 선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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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과 동시에, 교육 워크샵에 참여하고, 지역 시설에서 연속 48시간동안의 위험심사 (at-risk screening) 

를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 혹은 후속 범죄인으로 선고될 경우, 법정으로 부터 감옥 또는, 입원 중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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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선고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는 둘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음주운전 프로그램 

(IDP)에서 후속으로 12시간 음주운전 자원센타 (IDRC) 에 출석하도록일정을 설정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음주 운전 프로그램 (IDP) 와 음주운전 자원 센타 (IDRC)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비용, 그리고 치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전 특권 회복을 저해 받거나 

운전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있습니다.  

추가 평가를 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위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약물 남용 평가에 회부되어  

치료를 받도록 추천되는 경우엔, 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음주운전자료 센터 (IDRC)가 관찰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본인이 받은 선고와 유죄 판결의 요구사항이므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본인이 타주 거주 범법자로서, 뉴저지의 음주운전 자원 센타 (IDRC)의 50 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뉴저지 음주운전 자원센터 (IDRC)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편성될 

것이며, 음주운전 프로그램 (IDP)이 편성한 일정에 따라 반드시 참석을 해야합니다.  

타주 면허 운전자로서 뉴저지로 부터 50마일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프로그램 (IDP)에서, 

본인의 유죄 판결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의 주소로, 유죄 판결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타주 음주운전 범법자의 요구 사항이 유죄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

아래의 음주운전프로그램 (IDP) 콜센터 (call center)로 전화를 하십시요.  

참고: 또한 뉴저지의 음주운전 자원 센터 (IDRC) 연락하여, 교육 요구사항을 완수할 수있도록 일정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시에 따라, 중독 평가와 중독 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중독 치료: 

치료를 원하여, 음주운전프로그램 (IDP) 관련 치료 공급자 목록을 원하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음주운전자원 센타 (IDRC) 로 전화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의 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요:  

http://nj.gov/health/integratedhealth/ 

재정적으로 극빈한  뉴저지 거주자의 경우, 자격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음주운전진취자금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itiative Fund) 을 통한 치료자원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음주운전 

진취자금 (DUI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http://nj.gov/health/integratedhealth/ 

http://nj.gov/health/integratedhealth/
http://nj.gov/health/integrated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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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회복과 관련된 질문: 

운전 면허증에 관한 질문은, 뉴저지 자동차국 (NJMVC), (609)292-7500, 으로 전화하십시요. 본인의  

뉴저지 평생 운전기록 사본을 원하시면,  (609)292-6500 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http://www.state.nj.us/mvc/Licenses/DriverHistory.htm 

법원 명령, 소환… 등의 사본을 원하시면,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법원으로 문의 하십시요. 법원 

안내책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볼 수있습니다:  

http://www.judiciary.state.nj.us/directory/munictadr.pdf 

유죄판결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일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자원센타 (IDRC)로응답하도록 경고통지를 받을 것이며 

 업무일 1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o불이행 통고를 받을 것이며, 선고 법정이 요구한 유죄판결 

          필수사항을 완수하도록 3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o법정명령에 따라 2일 동안 감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o 30일 이내에 불이행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무기한으로 정지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프로그램 연락처: 

음주운전프로그램 콜 센터 (IDP Call Center)         음주운전 우편주소 (IDP Mailing Address) 

          (609) 815-3100                                     New Jersey Intoxicated Driving Program 

업무시간: 오전 8:30-오후4:30 (동부표준시)                   P.O. Box 365 

                                                                              Trenton, NJ 08625-0365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http://nj.gov/health/integratedhealth/ 

 

http://www.state.nj.us/mvc/Licenses/DriverHistory.htm
http://www.judiciary.state.nj.us/directory/munictad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