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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운전(SUPERVISED DRIVING) 증명서 
dmv.ny.gov 

주니어 LP(learner permit)(class DJ 또는 MJ)를 소지한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모든 도로주행 시험에서 이 작성된 인증 
서를 차량 운전면허증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최소 50시간의 운전을 해야 하며, 여기 
에는 일몰 후 15시간의 운전이 포함됩니다. 인증받은 운전자 교육과정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운전한 시간 수는 필수 50 
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며 본 양식 뒷면에 해당 사항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LP (Learner Permit) 
신청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ID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니어운전자 (JUNIOR DRIVER) 의부모또는보호자에게알리는말씀 :위에표시된주니어운전자가운전허가증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는 귀하가 해주신 이전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운전자의Class DJ 또는 
MJ 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려면 MV-1W( 동의 철회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DMV에 제출하십시오. 
증명 

본인은 위 이름의 신청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본인은 신청자가 일몰 후  15시간을 포함 
하여 감독관 입회하에최소 50시간의 운전을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필요한 감독관 입회하의 운전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가된 운전학원 강사 또는 운전교육 강사와 함께 완료되었으며, 이들 시간을 아래 
에서 인증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가된 운전학원 강사 또는 운전교육 강사와 함께 완료되지 
않은 감독관 입회하의 운전 시간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음 을증명합니다 : 1)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뉴 
욕주에서 유효한 면허증 을소지한 최소 21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즉각적인 감독하에, 그리고 2) 해당 지역에서 주 
니어 LP(Learner Permit)의 운전에 적용되는 지역 규제사항을 준수하여, 본인은 본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거짓일 
경우 벌금, 수감 또는 둘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중죄 또는 경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쇄된 이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 일자
MV-262K (11/16) 

운전학원 강사 또는 운전교육 강사의 감독하에 운전한 시간의 수는 아래의 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차량 관리부 (DMV) 및 뉴욕주 교육부의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 기재는 차량 교통법 (Vehicle and Traffic Law) 의 제392조 위배이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학교 이름 
운전학원 
인가 번호 강사 이름 

강사 인증 
번호 

인증된 
시간 

관리자 또는 소유주 
또는 강사의 서명 

MV-262K (11/16)  

https://dmv.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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