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KE ID
Your Driver’s  License 

at Stake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  A급 경범죄는 최대 2,500 달러의 벌금 
그리고 364일의 카운티 감옥 수감에 해
당합니다.

• A급 중범죄 4는 최대 25,000 달러의 벌
금 그리고 1년에서 3년의 감옥 수감에 
해당합니다. 

• 학생이 체포되면 대개 A급 경범죄 협의
를 받게 되고 12 개월간 운전의 자격을 
잃고 대학교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이 지역의 주류점(Liquor stores)은 의
심스러운 신분증을 때때로 압류할 수 있
고 주점(Bars)도 마찬가지입니다. 

• 압수당한 신분증은 경찰에게 전달 후 다
시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전달되어, 특정한 위법의 책임에 해당하
는 지와는 관계 없이 면허 정지에 처하
게 됩니다.

• 운전 면허 정지의 고지는 주무장관이 운
전면허를 발급한 주소로 1급 우편을 통
해 송달될 것입니다..

학생 법률 서비스
324 Illini Union

운영 시간:  8:30-Noon
 & 1-4:30pm, M-F

www.odos.illinois.edu/sls

중요한 연락망 
Secretary of State  주무장관
 Champaign 217-278-3344
 Springfield 217-785-3000
             or 800-252-8980

www.cyberdriveillinois.com

Champaign County Circuit Clerk 
샴페인 법원
 Traffic  217-384-3717

www.cccircuitclerk.com 

Office for Student Conflict Resolution 
학생 문제 사무소 
   217-333-3680

www.conflictresolution.illinois.edu

Student Legal Service  학생 법률 서비스
   217-333-9053
 www.odos.illinois.edu/sls

www.facebook.com/illinois.sls

이 팜플렛 내용은 법률 조
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에 처한 또는 특정
한 조언이 필요한 학생은 
STUDENT LEGAL SER-
VICE에서 변호사에게 상담
을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STUDENT LEGAL SERVICE

324 Illini Union
Office Hours:  8:30-Noon & 1-4:30pm, M-F

www.odos.illinois.edu/sls
studentlegalservice@illinois.edu

facebook.com/illinois.sls
A Unit of the Office of the Dean o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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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625 ILCS 5/6-301.1.  거짓된 운전 면허증은 실제로 
주무장관이 실제로 발행된 면허에 잘못된 정보를 포함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짓된 운전 면허증을 소
지한 것은 첫 범죄에 한하여 클래스 A 경범죄로 500
달러까지의 벌금과 50시간의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합
니다. 거짓된 면허증을 다른 소가 목적으로 사용할 경
우 클래스 4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625 ILCS 5/6-301.2.  사기 운전 면허증 은 주무장관 
이외의 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기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클래스 4 중범죄로 기소됩니다. 
법은 신용을 얻기 위하여 절도를 위하여 또는 신분 확
인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사기 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명백히 위반됩니다.

(2) THE ILLINOIS IDENTIFICATION CARD ACT
 일리노이 신분증법
15 ILCS 335/14A.  거짓으로(fictitious) 또는 불법으
로 변경된(unlawfully altered identification) 신분증
은 발급 받은 자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정부 
기관 발급의 카드를 말합니다. 이 섹션은 그러한 카드
의 소지, 배포,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을 
위반한자는 클래스 4 중범죄 그리고 최소 500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5 ILCS 335/14B.  사기의(fraudulent) 신분증은 공
식 신분증처럼 보이거나 비슷하게 만든 신분증을 의
미합니다. 이 섹션을 위반하면 첫 위반에 한하여 클래
스 4 중범죄로 기소되게 됩니다.   

(3) THE ILLINOIS LIQUOR CONTROL ACT
 일리노이 음주 관리법
235 ILCS 5/6-20.  이 섹션은 사기 신분증의 소지, 신
분증의 변경 또는 사기적 사용을 규제합니다. 어떤 위
반이든 카운티 감옥에서 364일까지 구금 또는 2,500
달러까지의 벌금에 해당하는 클래스 A 경범죄에 해
당합니다.   

625 ILCS 5/6-206에 따르면, 주무장관은 가
짜(FAKE) 신분증 법을 위반한 어떠한 이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무효화할 것입니다

THE CITY ORDINANCES  시 조례
시 조례의 위반은 750 달러의 벌금으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소지하거나 받거나 구매
한 경우 또는 위조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기
소된 미성년자는  자동차와 관계 없이 일리노
이 주무장관에 의하여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
지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붙잡힌 사람은 법원에서의 기
소 없이 행정조치로 면허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위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생일을 포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운

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수정하는 것.

• 어떤 이유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

• 위조 신분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 
문서를 사용하는 것.

• 운전면허 또는 주 신분증이라고 속이기 위한 문
서 또는 카드의 소유, 복사,제조, 구매 등을 포
함한 모든 행위.

위조 신분증 사용 미수로 적발된 경우, 
다음의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따라 
기소됩니다. 

THE FEDERAL LAW 연방법  18 U.S.C. §1028.  

신분 문서와 연관된 사기 또는 관련 행위는 금지
됩니다. 당해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최대 
250,000 달러의 벌금과 5년간 연방 감옥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 신분증과, 연방정부를 속이기 위한 의
도를 가진 또는 주제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증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건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THE STATE LAW 주법:  일리노이 신분증 관리체계는 
세개의 다른 출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ILLINOIS VEHICLE CODE 일리노이 자동차법
625 ILCS 5/6-301.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무효화된 면
허증 또는 다른 사람의 유효한 일리노이 면허를 보여주거
나 소지하는 것, 또는 당신의 유효한 일리노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초범의 경우 500
달러까지의 벌금에 해당하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THE URBANA CITY CODE  어바나시 법
§3-22.  세 이하의 자에게 신분 또는 나이의 거짓 
또는 사기의 증거를 제공한 자는 이 섹션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3-23.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
우 또는 이를 가지고 알코올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이 섹션에 해당합니다.   

THE CHAMPAIGN CITY CODE 샴페인시 법 
§5-66.   다음의 경우 유죄입니다 
-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OR 
- 또는 잘못된 정보의 신분증의 소지한 경우.   

THE UNIVERSITY OF ILLINOIS CODE OF 
POLICIES AND REGULATIONS
Rule 15B.  대학 신분증을 수정하거나 망가트린 자 
또는 다른 사람의 대학 신분증을 소지한자 또는 다
른 사람이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징계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위조, 수정 또
는 절단은 Rule 14에 따라 금지됩니다.   

Rule 11.  이 규제(Rule)는 학생이 어떤 법을 위반하
여 책임을 지게되고 기학생 갈등 해결 사무소(Office 
for Student Conflict Resolution)에서 법위반이 학
교 공동체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학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학교는 캠퍼스타운 또는 다른 곳에서 거짓 신분
증으로 티켓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내
리 수 있습다. 학교에 의한 징계는 정학 또는 퇴학
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첫 위반에 한하여는 더 약한 
벌이 적용될 것입니다

(Continued on reverse side) (반대 쪽에 계속)

STUDENT LEG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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