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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제네바조약 체결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 년간, 또는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한 중 짧은 기간까지입니다. 

단,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그 출국의 날부터 3 개월이내에 다시 일본에 상륙했을 경우 

‘상륙일’은 재 상륙한 날이 아니라, 최초 일본에 상륙한 날로 간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1 년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발행하는 면허로 변경해 주십시오. 

 

☆참고 사이트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drivers_licenses/geneva_k.html 

 

외국 운전면허증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에스토니아, 대만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 년간, 또는 외국운전면허의 유효기한 중 짧은 

기간까지 입니다. 

단,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출국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다시 일본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최초로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 년간입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자료는 일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번역한 

자료에 한합니다. 

※대만 운전면허증을 대만 내에서 번역할 경우는 대만일본관계협회가 번역을 한 자료, 일본 

국내에서 번역할 경우는 타이베이 주일경제문화대표처 또는 일본자동차연맹 (JAF)이 번역한 

것에 한합니다. 

 운전 시에는 항상 외국운전면허증 원본, 일본어 번역 자료 및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jaf.or.jp/e/translation/with.htm 

 

일본의 운전면허증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래의 2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는 국가나 지역도 있습니다. 

(4)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drivers_licenses/geneva_k.html
http://www.jaf.or.jp/e/translation/wi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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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이 유효할 것(유효기한이 경과된 면허증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외국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에 면허증 취득 후 합계 3 개월이상 체류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본에서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면서 실기나 학과 공부를 

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면허 학원 비용은 약 20∼30 만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학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또는 신규 취득할 경우의 수속 장소 (오사카) 

 가도마 운전면허 시험장 

전화번호: 06-6908-9121 

 고묘이케 운전면허 시험장 

전화번호: 0725-56-1881 

 

☆참고 사이트 

경시청 ‘외국면허·국외운전면허증 관계’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drivers_licenses/index.html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drivers_licens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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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오토바이                                 

 

A 등록 및 변경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게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구입했을 경우(가게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동차·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았을 경우(본인이 수속을 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했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을 경우. 

 자동차·오토바이를 폐차 했을 경우 

 번호판을 분실 했을 경우 

 

★수속, 문의처 

 보통자동차: 오사카 운수지국 이즈미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 

전화번호: 050-5540-2060 

 경자동차: 경자동차 검사협회 오사카 주관사무소 이즈미 출장소 

전화번호: 050-3816-1842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초과): 오사카 운수지국 이즈미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 

전화번호: 050-5540-2060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 이즈미사노 시청 세무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131～2148） 

 

B 차고증명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자동차 주차장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고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즈미사노시에서는 경자동차의 경우 차고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수속, 문의처 

 차를 구입한 가게 

 이즈미사노 경찰서 

전화번호: 072-464-1234 

 

C 차량 검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일정 기간마다 검사하는 자동차 

검사를 말합니다. 

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수속, 문의처 

 차를 구입한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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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자동차: 오사카 운수지국 이즈미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 

전화번호: 050-5540-2060 

 경자동차: 경자동차 검사협회 오사카 주관사무소 이즈미 출장소 

전화번호: 050-3816-1842 

 

D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보험은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배책보험(自賠責保険)’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 세금 

매년 4 월 1 일 시점에 보통자동차, 경자동차,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의 보통자동차나 경자동차,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했을 때, 폐차 했을 때, 또는 

도난 당했을 때에는 신속히 담당 관청(※)에서 명의변경 혹은 폐차수속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혹은 폐차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계속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담당 관청 

 보통자동차,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초과): 오사카 운수지국 이즈미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 

 경자동차: 경자동차 검사협회 오사카 주관사무소 이즈미 출장소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 이즈미사노 시청 세무과 

 

납세 

보통자동차 

오사카부에서 5 월 초순에 납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5 월말까지 납세해야 합니다. 

 

★문의처 

오사카 자동차세 사무소 이즈미 분실 

전화번호: 0725-41-1327 

 

경자동차, 오토바이 

이즈미사노 시청에서 5 월 초순에 납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5 월말까지 납세해야 합니다. 

 

★문의처 

이즈미사노 시청 세무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13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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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전거                                     

 

자전거도 등록수속이 필요합니다. 

 

등록 

자전거 판매점에서 방범등록을 합니다. 

 

보험 가입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일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도 가져가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범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전거는 타지 마십시오. 

 

주차 

역전 등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구역(방치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방치 금지구역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주차하면 견인되어 보관장소로 이동됩니다. 

보관기간은 1 개월입니다. 

견인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찾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경시청 ‘교통 규칙’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traffic_rules/index.html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traffic_rule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