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교환 

 

║ 외국면허를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할 때의 절차에 관하여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 등이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분은 

운전면허 시험이 일부 면제 되며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일본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교환 

――――――――――――――――――――――――――――――――――― 

 

교환 발급 조건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함. 

・면허증 및 여권 상 외국면허증 취득 후 당해 국가에서 합계 3 개월 이상 

체류 확인이 되어야 함. 

・주소지가 오사카부내이어야 함.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 

・ 외국운전면허증(교부일 기재가 없거나 또는 면허가 여러 종류 있는 

경우에는 각 면허 교부일 확인이 가능한 면허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함.) 

・외국운전면허증 앞뒷면 복사본 

・ 외국운전면허증에 대해 일본어로 작성한 번역증명서(주일 취득 국가 

영사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 <JAF전화번호 072-645-1300>에서 번역한 것) 

・여권 

(주의 1)갱신한 경우에는 외국면서증 취득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확인에 

필요하므로 전 여권도 필요함. 

(주의 2)여권에 취득 국가의 도장이 없는 경우(자동출입국심사 포함)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EU 권 면허증 소지자는 

체류증명 필수.) 

・여권 복사본(공란 페이지 외 모두 필요함.) 



・본적(외국국적의 경우에는 국적, 재류기한, 재류자격 등)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주의)「국적 등」이란 「국적이 있는 국가 또는 대만과 요르단 강 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를 말함. 

・사진 1매 

(주의) 6 개월 이내에 촬영된 가로 2.4cm, 세로 3cm 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무배경 사진. 

・필기구(검정 또는 파랑색 볼펜) 

・수수료 

・기타 

(주의 1)과거에 일본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실효된 해당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지참하여야 함. 

(주의 2)심사 결과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주의 3)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할 수 있는 분과 같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간 

 
가도마(門真)운전면허시험장 
――――――――――――――――――――――――――――――――――― 

・월・수・금 

08:45~12:00 

・화・목 

08:45~12:00, 12:45~13:30 

 
고묘이케(光明池)운전면허시험장 
――――――――――――――――――――――――――――――――――― 

・08:45~12:00, 12:45~13:30 

(주의)토, 일, 공휴일(대체휴일 포함)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무일입니다. 

 

접수 인원 

 



가도마(門真)운전면허시험장 
――――――――――――――――――――――――――――――――――― 

  25 명 

(주의)신청자가 접수 인원수를 넘을 시에는 당일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묘이케(光明池)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당일에 접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가도마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심사계 

06-6908-9121 내선 351 

고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심사계 

0725-56-1881 내선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