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운전면허증 외국 운전면허증+번역문

일본은 세계에서 드물게 좌측통행입니다 이 마크를 보면 일단 안전하게 정지합시다녹색 화살표가 표시되고 있는 경우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좌측통행 신호의 적색은 “정지” ‘일시 정지’ 표지

모두 일본에 상륙해서 1년 이내이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한해 유효합니다

警察庁
Nationai Police Agency

交通ルール遵守
ロゴマーク都道府県警察

Prefectural Police

止まれ 止まれ
STOP

자격

1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기본 교통 법규

근년 외국인 운전자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 습 니 다 .  도 로  사 정 은  국 가 에  따 라  
다양하며, 일본에서는 ‘좌측통행이라 도로가 
좁게 느껴진다’ , ‘도로 표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과 당해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또는

일본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운전자
여러분께

일본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은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번역문’이 필요

1949년 제네바 조약 가맹국의
국제 운전면허증

기본

2

日本語による翻訳文

氏 名

住 所

生 年 月 日

発 給 国　・　地

発 給 者

免 許 証 番 号

免許証交付年月日

免許証の有効期限

免 許 の 条 件

備 考

当該免許証で運転すること
ができる自動車等の種類

JAPANES TRANSLATION

（NAME）

（ADDRESS）

（DATE OF BIRTH）

（ISSUING COUNTRY/
RLACE）

（ISSUING AUTHORITY）

（LICENSE NO.）

（DATE OF ISSUE）

（VALID UNTIL）

（RESTRICTIONS）

（REMARKS）

（VEHICLES FOR WHICH
THIS LICENSE IS VALID）

上記の各項目は当該外国運転免許証の内容を翻訳したものです。

令和 2年◯月◯日（2020 年◯月◯日）

The above items were translated into Japanese from a foreign driver’ s license.
No.123456789

◯◯◯◯　◯◯◯◯◯◯◯

◯◯支部
◯　◯　◯　◯

◯◯◯◯◯◯◯◯◯◯

◯◯◯◯◯◯◯◯◯◯
◯◯◯◯◯◯◯◯◯◯

性  別
（SEX） 女

1995 年◯月◯日

◯◯◯◯◯◯◯◯◯◯

◯◯◯◯◯◯◯◯◯◯

別紙参照（C）

N-000-000-000-000

2019 年◯月◯日

2021 年◯月◯日

사고나 분쟁에

주의하며

운전합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경우에는 마주
오는 차에 주의합시다

우회전할 때의 사고

“지정 방향 외 진행 금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방향 이외로의 통행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맵시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하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110번)에 연락합시다.

또한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구급차(119번)를 부릅시다.

신속하게 통보를!

110 119
경찰 구급차

일으키기 쉬운 사고와 위반 대표 예

함께 알아두고 싶은 교통 법규

警察庁
Nationai Police Agency

交通ルール遵守
ロゴマーク都道府県警察

Prefectural Police

사례

3

금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