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요약 5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요건

캘리포니아 운전자 면허증 (DL) 이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개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실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사진, 및 
신체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 시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갱신, 재발행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는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방문자로 18 세가 초과하는 사람으로 이주 또는 타 국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래 운전면허가 유효한 한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면허증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은 증명은 캘리포니아 선거권, 
거주자 학비 지불, 집주인의 재산세 면제 또는 비거주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타 다른 특권이나 혜택 신청으로 증명합니다.
운전면허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각 운전면허 형태 내에서, 운행을 원하는 차량의 형태를 포함한, 적절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4개 차종:

• 보통 운전면허 (차종 C) • 캠핑 트레일러/5축차량 (비영업 차종 A)
—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운행을 위한 개인용 표준 자동차 또는 — 비영업용으로, 총 중량 (GVWR) 15,000 파운드 초과 차량 

트럭 또는 총 중량 10,000 파운드 초과 이동식 주택차량. 

• 오토바이 (차종 M1 또는 M2) • 하우스카/이동식 주택 (비영업용 차종 B)
— 2 륜 자동차. — 허가된 40 피트 초과 45 피트 이하.

노트: 모든 비영업용 운전면허증은 Real ID 신분증 또는 연방의 제한적 운전면허증(Federal Non-Compliant DL)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운전면허증은 개인에게 영업용 차량 운전을 허가하는 연방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영업용 운전면허에는 3가지 차종이 있습니다:

• 업업용 차종 A • 영업용 차종 C
— 견인되는 차량의 총 중량이 10,000 GVWR 파운드를 —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허가된 모든 차종 C :

초과하는 경우, 두 차량의 총 중량이 (GCWR) 26,001 이상인 • 위험물질 (HazMat)
차량. • 승객용 차량 (PV)

• 영업용 차종 B • 탱크로리 차량 (TV)
— 총 중량이 26,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단일 차량 또는 총 

중량이 10,000 파운드 이하의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
— 6,000 파운드가 넘는 3축 차량.

참고: 모든 영업용 차종 운전면허증은 REAL ID 신분증 또는 연방의 제한적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차종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요구 사항은캘리포니아 운전자 핸드북 또는 캘리포니아 영업용 운전자 핸드북을 
(California Commercial Driver Handbook) 참조하십시오.

추가 표시 사항
• REAL ID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 항공기 탑승, 군기지 및 대부분의 연방 시설 출입을 위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데 대한 연방 정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발행한 모든 REAL ID 신분증 의 전면 오른쪽 윗부분 에 캘리포니아 회색곰과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트: 의회 법안 (Assembly Bill, AB 60)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REAL ID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향군인 지정:

— 해당 재향군인은 미군에서 근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앞면에  
“VETERAN” 이란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군 전역 또는 제대증 (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 DD Form 214) 을 휴대하거나 제시하지 않고도 
재향군인 관련 어떤 특권, 혜택, 보상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 운전 면허증에 재향군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향군인 자격 확인서 (Veteran Status 
Verification Form, VSD-001)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현지 차량국에 수수료 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장기 및 조직 기증자:

— 생명 기부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Donate Life California Organ and Tissue Donor Registry) 이름을 추가하는 것은 
님의 사망 시 장기 및 조직을 적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핑크빛 “DONOR” 점이 님의 운전자 면허증에 인쇄됩니다.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 증명 서류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캘리포니아 영업용 운전 면허증을 재인증하거나, REAL ID 운전 면허증으로 갱신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신원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 연방 또는 외국 대리인 발행한 문서입니다. 이는 생년월일, 실제 성명, 신분이 
나와있는 원본 또는 증명된 문서라야 합니다. 차량국은 신원 증명을 위해 원본 문서나 원본의 증명된 사본만 인정합니다. 차량국은 “정보용 사본” 
복사본, 또는 신원 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는 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님의 실제 성명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차량국에 제출한 문서는 돌려드립니다.
신청하는 운전 면허증에 따라 인정되는 신원 서류 목록은 dmv.ca.gov 에 있습니다. 

노트: 임시 (미성년) 운전 면허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dmv.ca.gov 에 있습니다. 

실제 성명
님의 실제 성명은 신분증 또는 성명 변경 서류에 나와있는, 전체 성명 (이름, 중간 이름, 성) 입니다. 신원 서류에 나와있는 성명이 신청 서류에 
있는 성명과 다른 경우, 이름 변경 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성명을 증명하기 위한 성명 변경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입양으로 인한 법적이름을 보여주는 입양 문서.
• 이름 변경 전후의 법적 이름을 모두 보여주는 이름 변경 서류. 
• 결혼 증명서류.
• 소송 결과 문서에 있는 법적 이름이 있는 이혼/동거관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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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관계 구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고서 또는 등록 문서.

노트: 운전 면허증에 있는 성명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분증에 있는 이름도 정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 (SSN)
사회 보장 번호 발급 대상자 이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서에 사회보장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용 또는 REAL ID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사회 보장 번호 증명해야 합니다. REAL ID 사회보장번호 옵션 목록은 dmv.ca.gov 에 있습니다. 차량국 방문 중에 사회보장 관리국 (SSA) 
에 사회 보장 번호를 확인합니다. 사회보장번호 대상자로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장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이후에 자격이 될 경우라도 
차량국에 사회 보장 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FFDL 8) 정보 요약 브로셔를 참조 하십시오.

거주 서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캘리포니아 상업용 운전 면허증 갱신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 1 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REAL ID용 
운전면허증 신청시에는 2 장의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량국은 거주증명 문서가 없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차량국은 “정보용 사본” 복사본, 또는 컴퓨터로 생성된 문서도 인정합니다. 모든 거주 
문서에는 신청자의 성명이 있어야 하고, 캘리포니아 거주 주소는 운전면허증의 거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거주 서류의 전체 목록은  
dmv.ca.gov 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및 신분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면허 수수료는 dmv.ca.gov 에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치러고, 시력 검사를 받고, 사진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운전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1. 차량국 방문전 준비 사항 • 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신원, 거주, 사회보장번호 서류를 
• 필기 시험준비. 차량국 웹사이트에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합니다. 

— 캘리포니아 운전자 핸드북 (차량국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 • 차량국은 2018년 4 월부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전자 신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들은 차량국(DMV)을 방문하기 전에 — 캘리포니아 영업용 핸드북 (California Commercial Driver 
전자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Handbook).
방문하실 때는 신청확인서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샘플 테스트.

• 차량관리국을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정합니다. 방문 약속은 — 도로 표지판 플래시 카드. dmv.ca.gov 에서 또는 1-800-777-0133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국에서도 또한 지불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량관리국에 도착 하면 • 모든 주가 발행한 이전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 허가증 (해당 되는 
해야 할 것. 경우).

• 신청 수수료. 18 세 미만인 경우, 임시 허가증/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 신분, 생년월일, 실제 성명을 확인할 수 있 원본 또는 증명된 문서.
• 운전 교육 이수증 또는 종합 운전자 교육/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에 • REAL ID 신분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증명하는 문서 

등록증.원본.
• 양육권이 있는 모든 부모/보호자의 서명.• 거주 서류.

노트: 추가적인 정보는 임시 면허 (Provisional Licensing, FFDL 19) 정보 요약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차량국 담당자가 번호를 알려주거나/대기 하라고 할 것입니다. 차례가 되면, 창구로 불러 신청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창구 담당자가 부르면 • 컴퓨터에 귀하의 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 (또는 다른 기타 수수료) 

• 앞서 말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이들 서류는 정보를 확인하고 를 받습니다.
차량국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차량국 담당자가 시력 검사를 하고 (필요시, 교정 렌즈를 

• 차량국 담당자가 님의 지문을 스캔합니다. 이 지문은 사진을 찍고 지참하세요), 카메라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카메라에서 님의 지문을 다시 스캔하고, 담당자가 님의 서명을 받고, 

님의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노트: 서명과 사진은 님의 운전면허증에 나타납니다.
4. 필기 시험 • 터치 스크린 테스트는 자동 채점됩니다. 차량국 담당자가 종이로 된 

시험과 음성 시험을 채점합니다차량국은 신청자가 법규와 도로 규칙을 알고 있는지 필기 시험을 .
주관합니다. 필기 시험은 여러 언어로 컴퓨터 (터치 스크린 테스트) •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치를 수 있습니다. 다시 
를 이용해 치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또는 음성으로도 치뤄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캘리포니아 운전자 핸드북 또는 캘리포니아 
수있습니다. 영업용 운전자 핸드북을 (California Commercial Driver Handbook) 

    (   )   공부하십시오. 임시 면허 신청자는 주이후에야 다시 시험을 볼 수• 필기 시험은 여러 언어로 컴퓨터 터치 스크린 테스트 를 이용애    1      
치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또는 음성으로도 치  있습니다뤄질 .
수있습니다. • 3 번만에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차량국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노트: 운전을 허락하는 유효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는 운전할 수없습니다.
5.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임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 시험이 필요치 않습니다.

• 필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창구로 돌아가 면허 서류를 받아야 • 드라이버 면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운전 제약사항을 잘 
합니다. 면허 서류에 인쇄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예를 읽어보십시오.
들어, 성명과 주소), 차량국 창구를 떠나기 전에 문서의 전면 제공 
공간에 서명을 합니다.

노트: 운전 연습을 시작하고, 강사가 임시 허가증에 서명하거나 님의 나이가 17.5 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 허가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6. 운전시험 준비 • 운전 시험은 약속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dmv.ca.gov 에서 

• 이미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 시험 약속을 정하기 또는 1-800-777-0133 로 약속을 예약합니다.
전에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운전 시험 •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걱정 마세요. 다시 시험 약속을 잡을 수 
준비 (Preparing for Your Driving Test, FFDL 22) 정보 요약 브로셔를 있습니다. 임시면허 신청자의 경우, 2주 이후에야 시험을 다시 치룰 
참조하십시오.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영업용 운전자 수 있습니다.
핸드북 의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 재시험 수수료는 차량국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3 번만에 운전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한 경우,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 운전 면허증 수령 • 신청이 불완전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요구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 시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에는 60일까지 유효한 임시 발행되는 종이 운전면허증이 임시 운전면허증 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발급 될 것입니다. 임시 면허가 만료 될 때까지 동승 • 60 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태를 확인하기 
운전자 없이 운전할 것입니다. 위해 1-800-777-0133 에 문의하십시오.

• 임시 운전 면허증은 영구 운전면허증이 우송될 때까지 발급되는 
종이 운전면허증 입니다.

노트: 운전면허증을 검토하고 캘리포니아 운전자 핸드북 또는 캘리포니아 영업용 운전자 핸드북 운전 제약사항이 (California Commercial Driver 
Handbook)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약, 양식 및 정보가 필요하다면 dmv.ca.gov 를 방문하거나 1-800-777-0133 로 전화하십시오. FFDL 5 KO (REV. 6/2020) 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