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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UI) 유죄판결 관련 자료 
 

뉴저지 음주운전 프로그램(IDP)은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음주운전 및 관련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 이후 음주운전 자원센터(IDRC) 중재 일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복지부, 법원 행정처(AOC), 뉴저지 

자동차국(NJMVC)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IDP는 주 전역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IDRC 서비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IDR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으로서 뉴저지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 주나 다른 주에서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차량 운전, 보트 운행 또는 관련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IDP/IDRC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지정된 12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IDRC에 참석하라는 일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 12시간 IDRC 프로그램을 선고 받으면 구금되어 “위험” 심사를 받고 해당 카운티의 IDRC에서 2일 연속으로 

매일 최소 6시간 동안 (총 12시간) 조기 중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48시간 IDRC 프로그램을 선고 받으면 구금되어 “위험” 심사를 받고 카운티 내 지정한 지역 시설에서 연속 

48시간 동안 조기 중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세 번째 혹은 후속 위반자인 경우, 법원은 징역형, 입원 치료, IDRC 또는 이를 조합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 전에 음주운전 재범자 추천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재범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2시간 

IDRC에 위탁됩니다.  

• ID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질사용장애 종합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사용장애 평가를 받고 치료가 

권장되는 경우 IDRC는 치료 중 귀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세 번째 혹은 후속 위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모니터링 합니다. 평가 결과, 치료가 권장되면 선고/유죄 판결의 요건으로서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DUI 선고에 대해 귀하는 IDP/IDRC의 심사, 평가, 위탁, 프로그램, 비용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원에 보고되고 카운티 감옥에 2일 간 구금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면허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참고: 유죄 판결 이후 4주 이내에 일정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IDP 콜센터(609-815-3100)로 

문의하십시오.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뉴저지 주에서 12시간 IDRC 유죄 판결을 받고 뉴저지 주의 50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일정이 정해집니다. 
 

뉴저지는 기회 균등 고용주입니다. 



•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뉴저지 주에서 12시간 IDRC 유죄 판결을 받고 뉴저지 주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IDP는 법원이 제공한 주소로 타주 DUI 위반자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귀하는 거주하는 주에서 요건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뉴저지 주에서 48시간 IDRC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DP는 법원이 

제공한 주소로 타주 DUI 위반자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귀하는 거주하는 주에서 요건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의 IDRC에 연락하여 교육 요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IDRC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온라인 주소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nj.gov/humanservices/dmhas/resources/services/treatment/addictions/IDRC_Directory.pdf. 물질사용장애 

평가를 받아야 하며 타주 DUI 위반자 요구사항에 설명된 대로 평가 결과 치료가 권장되는 경우 성공적으로 치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유죄 판결 이후 4주 이내에 타주 DUI 위반자 요구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IDP 콜센터(609-815-3100)로 

문의하십시오. 
 

물질사용장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 뉴저지 주의 24/7 치료 위탁에 대해서는 1-844-276-2777로 문의하십시오.   

•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재정적으로 빈곤한 뉴저지 거주자는 음주운전 이니셔티브(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itiative, DUII)를 통해 치료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UI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nj.gov/humanservices/dmhas/resources/services/treatment/sa_duii.html.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법원 명령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운전면허증에 관한 질문은 NJMVC((609) 292-7500)로 전화하십시오. 

• 뉴저지 운전 기록 사본을 원할 경우에는 (609) 292-6500로 전화하거나 

https://www.nj.gov/mvc/license/driverhist.htm을 방문하십시오. 

• 법원 명령, 소환장 등의 사본을 원할 경우에는 유죄 판결 지방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법원 주소록은 

http://www.judiciary.state.nj.us/public/assets/directories/munctadr.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IDRC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10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요건을 모두 완료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 10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IDRC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이행통지를 통해 유죄 판결 법원에 

보고됩니다.  

• 다음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IDRC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면허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 운전 면허가 정지된 경우, NJMVC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DUI 유죄 판결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프로그램 연락처? 

콜센터:       주소: 
(609) 815-3100     New Jersey Intoxicated Driving Program 
운영시간: 8:30 AM - 4:30 PM EST  PO Box 365, Trenton, NJ 08625-0365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nj.gov/humanservices/dmhas/resources/services/treatment/sa_id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