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하기 위한 수속

◆ 신청 요건

・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그 나라에 통산해서 3개월이상 체재한 것.

・ 신청시 외국 운전면허가 그 나라에서 기한에 대해서 유효한 것.

・ 와카야마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

※ 대형면허・중형면허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수속할 수 없습니다.

※ ２종 면허로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은 지식 확인 및 실기 확인이 면제될

경우가 있으므로 유효기한이 끝난 일본 운전면허증 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수속 절차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분은 통역인을 동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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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전상담

수험자격 등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상담시 서류심사 실시 일시를 지정합니다.

【서류심사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서류심사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９시40분～오전11시45분

사전상담 가능 일시 오후１시40분～오후４시45분

※ 토요일・일요일・축일・휴일・12/29～１/３은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상담처（전화） 와카야마현 경찰본부 교통부 운전면허과 시험계

℡ (073) 473 - 0110 내선 366

２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지참하십시오.）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그 면허를 취득한 나라에서 3개월이상

체재한 것을 외국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외국 운전면허의 발급 기관（외국 행정청）이 발급하는 면허 취득

연월일,갱신 기록 등 운전면허 기록（경력）증명서

・ 당해 외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

・ 외국 행정청이 발급한 외국 운전면허증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 등

※ 외국 등의 운전면허증에 초회 면허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초회 면허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드라이버즈 레코드 등)가

필요합니다.또 ２종류（예：보통면허와 보통이륜면허）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각각의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문：１부

【외국 운전면허를 번역하는 곳】

・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외국 행정청 또는 당해 외국의 영사기관

・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와카야마현내）【일본 자동차 연맹（JAF）℡073 - 421 - 5355】

・ 국가공안위원회가 인정한 외국의 법인 등



여권

모둔 출입국 연월일의 날인이 있는 모둔 여권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외국에 통산해서 ３개월 이상 체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ＩＣ여권에는 출입국의 날인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날인이 없을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민표 등

주민표（국적（본적）,재류 자격,재류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복사는 불가함）

재류 카드（외국인 등록 증면서）

특펼 영주자 카드

이전에 일본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 분

유효 기한이 끝난 일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 경력 증명서

면허 신청용 사진：１장

・ 폴라로이드,사진의 복사,사진용지가 아닌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함.

・ 최근 ６개월 이내,탈모,정면,무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세로３㎝,가로２.４

㎝,사진중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정도）

※ 교통 센터 로비에 면허 신청용 사진 촬영기（유료）가 있습니다.

기타

나라에 따라서는 상기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의하십시오.

【 참고 】

¡ 브라질

브라질 국내의 신분증명서（identidade）와 운전면허증의 기록 증명서

（prontuário）가 필요합니다.

¡ 중국

운전면허증 이외에 운전면허증부증（運転免許証副証）,중국 국내의

신분증명서（居民身份証）및 면허증의 경력 증명서（基本信息）가

필요합니다.

¡ 필리핀

공용 영수증 겸 잠정 면허증（오피셜 리시트,official receipt）및 사인

증명（레드 리본,red ribbon）이 필요합니다.

¡ 볼리비아

볼리비아 국내의 신분증명서（I･D）가 필요합니다．

¡ 페루

대사관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운전면허의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신분증명서 등을 휴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나라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 그 이외의 나라도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３ 수험 수수료 등

서류 심사：무료

적성 검사・지식 확인・기능 확인（수수료：와카야마현 증지）

면허 종별・구분 수험 수수료 면허증 교부 수수료

보통 ２，２００엔

１종 중형・대형 ４，４００엔 ２，０５０엔

기타 ２，９５０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