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휴대하고 차검증을 차량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１． 국제면허
제네바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발행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에 온 후 １년간 혹은 국제면허의 유효기간 중 짧은 쪽의 기간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면허증은 일본에서 갱신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１년이상 일본에
거주할 경우는 일본면허로 바꾸어 주십시오．

２． 외국면허의 갱신
당신이 유효한 외국면허를 가지는 동시에 해당나라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합계３개월
이상 체재（출입국 인증이 있는 여권 등 체재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지정된 과목들 중 일부의 시험을 치지 않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류와 같은 일본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본에서의 거주지（체재지를 포함）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경우 가도마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고묘이케운전시험장입니다. 수속은 서류 심사와
회화에 의한 질문을 한 후,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부(학과시험, 기능시험）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1. 해외 운전면허증（교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2. 해외 운전면허증 앞뒤면의 사본
3. 해외 운전면허증은 일본어에 의한 번역증명서（취득국의 재일영사관 혹은
일본자동차연맹（JAF）에서 번역한 것）＜일본자동차연맹（JAF）간사이본부
오사카지부 072-645-1300＞
4. 여권（갱신한 경우에는 구 여권도 가져갈 것．）
5. 여권 사본
6.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여권 등 과
면허신청을 할 주소에 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진１장（６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세로 3cm×가로 2.4cm、모자를 쓰지 않고
앞을 보고 있고 가슴으로부터 위의 사진으로 배경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사진）
8. 필기도구（검은 색 혹은 파란색 볼펜）
9. 수수료
상기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확인 심사를 위한 시험은 일본어，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카도마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고묘이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３． 일본운전면허의 신규취득
일본에서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２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후 취득시
강습을 수강합니다．학과시험은 영어, 중국어 및 포르투갈어로 수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교습소에 다녀 내부에서 진행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졸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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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을 치르고 합격한다．교습소 비용은
２０만엔에서３０만엔 정도가 듭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도마운전면허시험장
가도마시 이찌반쵸 ２３－１６
（・게이한전차「후루카와바시역」→게이한버스「면허시험장」
・게이한전차「후루카와바시역」에서 도보 약 20 분（약１.２킬로미터）
 06-6908-9121
고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이즈미시 후세야쵸 ５－１３－１
（센보꾸고속철도「고묘이케역」에서 도보 약 ５분（약４００미터））
 0725-56-1881

４． 외국면허증 번역
외국면허증의 번역은 일본자동차연맹（JAF）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영어권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번역을 부탁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유효기한 내의
외국의 운전 면허입니다．
일본자동차연맹 칸사이본부 오사카지부（JAF）
이바라기시 나카호즈미 2-1-5 （JR 이바라기역 하차 도보 약１９분）
 ０７２－６４５－１３００
URL http://www.jaf.or.jp/inter/index.htm

５． 일본에서의 교통규칙
일본 자동차연맹（JAF）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스페인어 서적「교통의 규칙」（Rules
of the Road）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URL http://www.jaf.or.jp/inter/manual/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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