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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량	보험	증명서.
•	 발급된	허가증.
•	 이전	모든	주	또는	국가에서	발
급된	운전	면허증	(해당되는	경
우)

조건부	운전자의	경우,	다음이	필요
합니다:

•	 운전자	교육	완료	증명서	또는	
종합	운전자	교육/운전자	훈련	
프로그램	수료증.	

•	 부모/보호자에	 의하여	 서명된	
허가증	및	운전	훈련	코스를	지
도한	운전	지도인.

직원이	귀하의	서류를	확인하고,	차
량으로	이동을	지시합니다.

차량국	(DMV)	시험인이	귀하의	운
전	실기	시험을	시행합니다.	실기	시
험	중,	시험인	이외의	개인은	귀하
와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훈련,	및	
특정	법적	상황에	따라	예외	사항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실기	
시험은	차량	안전	확인으로	시작됩
니다.	사전-운전	검열은	귀하의	차
량에	관한	지식을	시험하고	차량국	
(DMV)의	최소	안전	요구치	충족	여
부를	나타냅니다.

참조:	차량	확인	및	특정	제어를	위
한	사전-운전	검열	시,	통역인을	사
용할	수	있으나,	운전	실기	시험	중에
는	동승할	수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해당	단계	반복을	위한	시험	예약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신청인은	재시
험	이전	이(2)	주를	기다리셔야	합
니다.

재시험	비용은	차량국	(DMV)	웹사
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	
실기	시험에	삼(3)	회	탈락할	경우,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계	1로	가십시오).	실기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축하합니다!

필기시험	통과	후,	무엇을	
합니까?

필시	시험에	통과하신	경우,	운전	면
허증	문서	수령을	위하여	기존	윈
도우로	돌아오십시오.	면허증	문서
에	인쇄된	모든	정보가	올바른지	확
인하시고	(예:	이름	및	주소),	차량
국	(DMV)	직원의	윈도우를	떠나기	
전,	문서의	전면	지정된	공간에	서명
하십시오.	대기	또는	임시	운전	면
허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운전	면허	
실기	시험을	치르시지	않으셔도	됩
니다,	단계	7로	이동하십시오.	운전	
연습	허가를	발급받으신	경우,	허가
증에	명시된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건부	허가증은	차량	운전
자	트레이닝	수업이	시작되고	지도
자의	서명	또는	연령	17½세	이전까
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운전	시험	준비	및	응시

이전	 운전	 경험이	 있더라도,	 운전	
면허	시험을	예약하기	전	운전	연
습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	자
세한	 정보는	 DMV	 운전	 시험	 간
편	 사실	 (DMV’s	 Driving	 Test	
(FFDL	22)	Fast	Facts)	책자를	참
조하십시오.		운전	실기	시험은	예
약을	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
다.	시험에	응시할	준비가	되면,	온
라인	www.dmv.ca.gov	또는	전화	
1-800-777-0133로	 시험일	 예약
이	가능합니다.	운전	실기	시험	당
일,	귀하의	허가증에	언급된	면허증
을	소지한	개인과	시험	시간	10-15
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여기서	시작	
(START	HERE)	윈도우	또는	지정
된	체크-인	카운터로	가십시오.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현재	차량	등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수령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신	후,	임
시	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기	면허증은	실제	면허증이	발급
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종
이로	된	면허증입니다.	

임시	면허증은	종이로	된	면허증으
로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추
가	정보	및	요구사항	대기	시	사용
됩니다.

대기	또는	임시	운전	면허증은	최대	
60일간	유효합니다.	면허증이	만료
되기까지,	동승하는	운전자	없이	차
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운전	면허증을	수령하지	
않으신	경우	1-800-777-0133	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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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국	(DMV)	필드	오피스	
방문	전

필기	시험을	공부하십시오.	필기	시
험	내용은	차량국	(DMV)	웹사이트
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
합니다:

•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핸
드북	 (California	 Driver	
Handbook)	 (필드	 오피스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연습	문제.	
•	 도로	신호	플래쉬카드.
운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문서들
을	수집합니다.	귀하의	신분,	생년월
일,	법적	성명,	거주지,	그리고/또는	
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원본	또는	증명본입니다	(예”	출생	
증명서	및	여권).	원본	또는	증명본,	
사용가능한	문서	목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요구사항	
(Requirements	 for	 a	California	
Driver	 License	 (FFDL	 5)	 Fast	
Facts)	 그리고	 운전	 면허증	 신
청	 시	 요구되는	 문서	 간편	 사실	
(Documents	Required	 to	Apply	
for	a	Driver	License	(FFDL	5A)	
Fast	Facts)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발급	대상인	경우,	반드시	신
청서에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사
회	 보장	 번호	 간편	 사실	 (Social	
Security	Number	(FFDL	8)	Fast	
Facts)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차
량국	 (DMV)	 오피스	방문	전,	 방
문	 예약을	 하십시오	 (워크-인은	
오직	 면허증	 처리	 센터에서만	 가
능합니다).	 방문	 예약은	 웹사이트		
www.dmv.ca.gov	 를	 방문하시거
나	또는	전화	1-800-777-0133로	
문의하십시오.

차량국	(DMV)	필드	오피스	
도착	시

여기서	시작	(START	HERE)이	표
기된	윈도우로	가시어	방문을	접수
하십시오.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드	신청서	 (Driver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Application	
(DL	 4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
니다.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카
드	 신청서	 (DL	 44)	 양식은	 필드	
오피스에서	 습득하시거나	 전화		
1-800-777-0133	 문의를	 통하여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조:	차량국	(DMV)	직원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
증	카드	신청서	(DL	44)	양식에	서
명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기타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
니다:

•	 신청에	따른	올바른	수수료	(현
금,	수표,	머니	오더	또는	ATM/
체크	카드;	신용	카드는	차량국	
(DMV)	필드	오피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	생년월일,	법적	성명,	거주
지	및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원
본	문서	또는	증명본.

•	 이전	모든	주에서	발행된	운전	
면허증	(해당되는	경우).

만일	18세	이하인	경우,	조건부	허
가/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언
급된	추가	항목	이외에,	다음이	필요
합니다:

•	 운전자	교육	완료	증명서	또는	
종합	운전자	교육/운전자	훈련	
프로그램	등록.

•	 모든	 부모(들)/보호자(들)의	 서
명이	포함된운전	면허증	또는	신
분증	카드	신청서	(DL	44).

참조:	더	많은	정보는	조건부	면허
증	(Provisional	Licensing	(FFDL	
19))	간편	사실	책자를	확인하십시
오.

직원이	대기	번호표를	제공하거나	
또는	대기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
니다.	귀하의	차례가	되면,	신청서를	
처리하게될	윈도우에서	귀하를	호
명하게	됩니다.

직원의	윈도우로	호명되었을	때

이전에	(단계	2)	나열된	모든	문서들
을	제공합니다.	해당	문서들은	차량
국	(DMV)	기록처에	귀하의	정보를	
추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
다.	직원은	귀하의	지문을	채취합니
다.	해당	지문을	통하여	사진	촬영	
및	시험	응시가	진행됩니다.	귀하의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신청료		
(또는	기타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시
게	됩니다.	직원은	귀하의	시력	(필요
한	경우,	시력	교정	렌즈를	착용하십
시오)을	시험한	뒤,	사진	촬영	장소
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에	앞
서	지문을	재확인하고	서명을	받은	
뒤,	귀하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참조:	귀하의	서명	및	사진은	운전	
면허증에	표시됩니다.

필기	시험	응시

차량국	(DMV)는	신청인의	도로	교
통	법률	및	규칙	이해도를	가늠하기	
위한	필기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터치스크린	테스
팅	 (TouchScreen	 Testing)	또는	
특정한	경우,	종이	및	오디오로	진행
됩니다.	신청하시는	운전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1회	이상의	필기	시험
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오토바
이	또는	상업	면허증)	필기	시험은	
다양한	언어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드	오피스의	서비스	종료	삼십	분	
(30분)	전에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완료하시면,	 직원의	 지시
를	따르십시오.	터치스크린	테스팅	
(TouchScreen	 Testing)의	 경우	
자동으로	채점됩니다.	종이	또는	오
디오	시험의	경우,	차량국	 (DMV)	
직원이	직접	채점하게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
세요.	해당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
니다.	재시험	전,	캘리포니아	드라
이버	 핸드북	 (California	 Driver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부	신청인의	경우,	일주일	뒤	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삼(3)	회	시도	후,	필기	시험에	통과
하지	못하셨을	경우,	신청을	처음부
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계	1
로	돌아가기).

참조:	차량	운행을	허가하는	유효한	
문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차량	운행
이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에	통과하셨나요?	축하합
니다!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첫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클래스	C	
(Class	 C)을	차량국	 (DMV)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해당	책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게시	정보는	웹사이트	
www.dmv.ca.gov/pubs/pubs.htm	 에
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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