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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에서 딴 운전면허（외국운전면허） 

   를 일본에서의 운전 면허로 전환하려면  

   
 
 
 
 
  
코코코코코 코코 코코 코코 코코. 코코코코 코코 코코코코코 코코 5 코 , 코코 20 코코 
코코코 코코코코 
 
 

★일본에서의 운전 면허로 전환할 때는 변환 시험이 있습니다 

 모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보통 자동차 면허( 제 1 종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외국 운전 면허 변환시험을 봐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에는①서류 심사등 ②적성 검사③지식 확인④기능 확인의 순서가 있습니다. 
 
 
 
 
 
  
 
 
 
 
 
 
 
 
 
 
 
 
 
 

 

 

★외국 운전 면허 변환 시험 순서 

서류심사 

 

       적성시험 

           ･･･불합격 

       지식의 인정 

           ･･･불합격 

        

기능 확인 

       ･･･불합격 

 

   일본운전면허로 변환 

●서류 등 심사···심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나 서류에 미비가  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적성 시험···시력·청력이나 운동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 지식의 확인··일본내에서의 기본적인 교통 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답해 주세요.  

● 기능의 확인··시험장내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 실시합니다. 자동차는 시험관이 

지정합니다.  

확인 내용은 교통법규는 물론 운전기술, 안전에 대한 의식 등도 체크합니다. 

 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 법규는 엄 

격하여  안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적인 분의 

운전 면허 변환은 나라에  

따라 면허 내용이 달라집 

니다. 우선 운전면허센터 

에 상담해 주세요. 

 

코노스시에 있는 운전 면허 센터 

코노스역 동쪽 출구에서 버스 5 분 ,  

도보 20 분의 거리에 있습니다 

전화 ０４８-５４３－２００１

 

재도전 

●면허 변환은 발행된 나라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운전 면허 센터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 주세요. （상담 일시·월~금 오전 

10 시~11 시 30 분/오후 2 시~4 시）  

①  서류심사시 준비하는 것  

a.신청시에 유효한 외국 면허증 b. 외국 면허증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c. 외국인등록증 명서 d. 

패스포트 e. 사진（세로 3 cm, 가로 2.4 cm）  

② 수험 수수료    

 변환하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③ 교부 수수료 2100 엔（1 종목을 치를 때 마다 

200 엔 가산） 

지식 및 기 
능 확인을 
면제 받은 
자 

こうのすえき 

めんきょせんんた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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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living/               
 ●６개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미미국국에에  도도항항하하기기  
전전에에「「에에스스타타」」에에  신신청청  

 

 기본적인 교통 룰의 극히 일부입니다만 안전 운전의 안내로서 활용해 주세요.  

1, 좌측 통행···차량은 도로의 좌측을 통행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교차로에서는 

30 m 전에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의 신호를 한다.  3, 음주 운전 금지(주·룰 위반에는 

상상 이상의 엄격한 벌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인포메이션 편집부) 4, 속도 

제한···법률로 결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는 대형 자동차, 보통 자동차, 자동이륜차에 

대해서는 60 km/h, 원부자동차에서는 30 km/h 입니다.  5, 건널목···반드시 일시정지해 

좌우 확인 6, 신호등 색에 주의 7, 일시정지 표지의 확인 8, 전후 좌석에서의 시트 벨트의 

착용 9, 주정차 금지의 표지 주의 

 

일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위해서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1 월부터 

3 월에 걸쳐 각국의 문화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고자 이벤트를 실시 

합니다. 자유 참가이므로 많이 참가해 

주세요. 자동차로의 송영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센터의「외국 운전 면허 변환 시험의 서표」에서 

독일마을 사진전 

 

 1 월 12 일부터 미국에 관광 등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나가는 분은 미리 미국의 전자 

도항 인증 시스템(ESTA 에스타)에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은 HP(https://esta.cbp.dhs.gov/)로 

합니다.  

 문의는 재일 미국 대사관 전화 정보 

서비스(유료)로  

전화 00－5－31－13－1353   

전자 도항 인증 시스템(ESTA 에스타)은, 
① 신청서 수령 ⇒②신청서 기입 

⇒③번호의 수령과 기록⇒④신청에 대 

한 회답의 수령의 순서로 합니다. 

회답은 모두 영어(로마자)로  

입력합니다. 필요 사항은 HP 

에 나와 있습니다. 

 기입 내용은, 신청자  

정보, 패스포트 정보,  

도항할 곳의정보, 미국 

체제 중의 정보 등 입니다.  

모르는 분에게는 신청을 대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쟁 피해자 등의 생활을 도큐멘터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평화로운 생활속에서 음미해 주세요.  

일시 3 월 10 일(화)로부터 13 일(금) 

장소  오오이중앙공민관 전시홀 

 

 

외국적시민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시 3 월 11 일(수) 

13 시~15 시 

장소 오오이 종합 복지  

센터 다목적 홀 

문의 후지미노국제 

교류센터 

  049－256-4290 

부담없이 전화해 주세요 

외국인과 이야기 해 보자 

시험중에 운전 루트를 모르게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나 시너 냄새가 나거나 각성제 등의 약물 이용이 있었을 때는 물론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확인의 중지···1, 기술의 확인중 미스 한 합계점이 합격점에 이르지 않았을 때 2,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 3, 시험관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조했을 때 4, 지시에 위반했을 

때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