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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하여

①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일본 운전면허증

・ 국제 운전면허증（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운전면허증）

・ 외국 운전면허증（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에스토니아, 타이완 중 한 곳의 나라・지역의 면허증으로, 발급기관 또는

그 나라의 대사관・영사관 등이 작성한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

②운전시에는 각각의 면허증과 필요한 서류(여권, 번역문) 등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국제 운전면허증, 외국 운전면허증의전환）

운전・면허갱신 조건, 수속 등

외국 운전면허증

에서 일본면허로

전환하기

・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면허로 전환하여 일본에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일 것,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것이 조건입니다.

・ 면허 전환 수속시,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통역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 전환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면허센터에 연락합시다.

○수속하는 곳：

오키나와현경찰 운전면허센터 098-851-1000 (내선 번호: 553)

【수속 절차】

① 필요서류 확인, 심사와면접

②지식・기능 확인（예약제）※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③ 적성검사（시력검사등）

④①～③을 모두 수료・합격 후, 면허증 교부

○지식・기능 확인이 면제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의 HP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police.pref.okinawa.jp/docs/2015030100253/

국제 운전면허증 제네바 조약에 근거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있습니다.

（참고：경시청HP제네바 조약 가맹국 일람）

https://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kugai/kokugai04.html

・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일본 상륙일로부터 1년간의 둘 중, 짧은 기간 쪽이 됩

니다.

（※）일본에 입국 후, 출국하여 3개월 미만의 외국체류후 일본에 재입국 한 경우에는 재입국으부터 1년간이

아니라, 처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외국운전면허증

으로 운전하기

・ 스위스・독일・프랑스・벨기에・모나코・에스토니아・타이완 중 한 곳의 나라・지역에서 발행된 유효한

운 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해당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일본어 번역문(면허증 발급기관 또는 그 나

라의 대사관 ・ 영사관 등이 작성한 것에 한함）, 여권을 지참하면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종별에 맞는 자동

차 등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있습니다.

・ 외국 운전면허증은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교습소나 자동차 학교에 다니며 교통규칙 및 운전기술을 배웁니다. 졸

업 후, 면허센터・시험장에 가서 최종 학과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기간은 2,3개월로 최장 9개

월입니다. 비용은 약350,000엔 정도입니다.

②보통 자동차면허에는 AT（자동 변속기）차량 한정면허와 MT（수동 변속기）차량도 운전 가능한 면허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③교습소 및 자동차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kugai/kokugai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