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습 허가증에 관한 중요 정보
뉴욕 주 법은 안전 구속장치 장착을 필수로 하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안전 구속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lass DJ 운전연습 허가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탑승객 전원은 안전 구속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콤비네이션 안전벨트 및 숄더 하니스, 아동용 카시트).
운전연습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u

운전 감독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귀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 감독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귀하가 탑승한 자
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오토바이 또는 모페드인 경우, 운전 감독자만이 귀하
와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함께 오토바이 또는 모페드에 탑승하기보다는 편의상 운전 감독자가 줄곧 귀하를
지켜보면서 귀하와 1/4마일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u

위험물질이 포함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u

도로 주행 시험을 볼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뉴욕 주 차량국이 도로 주행 시험 지역으로 지정한 어떤 지역에서도 차량을 운
전할 수 없습니다.

u

다음의 도로에서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v 뉴욕 시의 공원 내 모든 거리

v 트라이버로 교각터널 청(Triborough Bridge and Tunnel Authority) 관할 하에 있는 뉴욕 시의 모든 다리와 터널
v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내 다음의 공원도로:

-

Hutchinson River Pkwy.
Saw Mill River Pkwy.

-

Cross County Pkwy.
Taconic State Pkwy.

상기 제한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제한사항이 Class DJ 또는 Class MJ 운전연습 허가증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u

가족구성원이 아닌 21세 미만의 1인 승객에 한해 차량 탑승이 허용됩니다. 운전 감독자가 부모, 보호자, 운전교육 교사 또는
운전학원 강사인 경우, 이러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u

운전 감독자를 제외한 승객은 앞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u

아래 표에 있는 3개의 지역에서 운전할 경우, 각 지역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 시
(총 5개 자치구)

오전 5시 ~ 오후 9시
이중 제어 장치(강사용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이면서 21세 이상으로 귀하가 탑승한 차
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운전 면허증
을 소지한 부모, 보호자, “부모 대리권”을 가
진 사람, 운전교육 교사 또는 운전학원 강사
가 동반한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음.

오후 9시 ~ 오전 5시
어떤 경우에도 운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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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나소 및 서퍽)
오전 5시 ~ 오후 9시
21세 이상이며 귀하가 탑승한 차
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운
전 면허증을 소지한 부모, 보호자,
“부모 대리권”을 가진 사람, 운전
교육 교사 또는 운전학원 강사가
동반한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음.
오후 9시 ~ 오전 5시
어떤 경우에도 운전할 수 없음.

dmv.ny.gov

북부 뉴욕 주
(모든 기타 카운티)
오전 5시 ~ 오후 9시
21세 이상이며 귀하가 탑승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동반한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음.

오후 9시 ~ 오전 5시
21세 이상이며 귀하가 탑승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부모, 보호자, “부모 대리권”을 가진 사람,
운전교육 교사 또는 운전학원 강사가 동반
한 경우에만 운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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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시험일 예약

dmv.ny.gov/roadtest을 방문하시거나 1-518-402-2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자동 도로 주행 일정 시스템(Road Test Scheduling System,
RTSS)을 이용해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9자리 ID 숫자와 5시간 고속도로 안
전코스 또는 운전교육코스를 이수했을 때 받은 인증서의 코스 이수 인증번호(Course Completion Certification number)를 알려주십
시오. 영업용 운전면허 신청자인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에 있는 숫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CLASS DJ 또는 MJ 운전연습 허가증과 함께 모든 허가증 소지자 참고 사항: 도로 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적어도 15시간의 일몰 후
운전을 포함해서 최소 50시간 동안 감독자 관리하에 운전연습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고 작성 완료한 뉴욕 주

차량국 MV-262 양식(감독 운전 인증서(Certification of Supervised Driving))을 도로 주행 시험장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dmv.ny.gov에서나 뉴욕 주 차량국 사무소에서 구하실 수 있으며, 뉴욕 주 차량국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요청하실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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