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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MV, 약물 남용 운전사범을 위한  

새로운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의무화 발표 

 
 

(WASHINGTON, DC) 오늘 DC 차량관리국(DC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C DMV)은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부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C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022년 12월 19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마약 

관련 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은 DC DMV의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차량 점화 시스템에 연결된 

호흡 음주 측정기입니다. 

 

“최근 법률에 따라 DC DMV는 새로운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라고 DC DMV 국장 Gabriel Robinson이 말했습니다. 저는 IID 프로그램 

의무화가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한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많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DC DMV의 새로운 

온라인 IID 프로그램 포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I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또는 보류 중인 별도의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함 

•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이를 이수했어야 함   

• 고위험 SR22(재정 책임 증서) 보험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함 

• 공인 DC DMV 공급사가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함 

https://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50-2201.05a
https://dbh.dc.gov/page/substance-use-disorder-services


상용 운전 면허증(Commercial Driver License, CDL)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은 비-상용 

운전면허증으로 등급을 낮추고 필수 I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IID 프로그램 등록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IID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운전자는 제한된 DC DMV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며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지정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등록한 모든 차량에는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IID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의 DC 운전면허증이 무기한 취소되고 운전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이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DC 

DMV의 필기 시험과 도로 기능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DC DMV의 IID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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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mv.dc.gov/service/ignition-interlock-device-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