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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도로 주행 시험 일정 잡기 
518-402-2100 또는   

1-800-368-1186 (청각 장애인용) 
 

DMV 도로 주행 시험 일정 시스템(Road Test Scheduling System, RTSS)은 빠르고 사용하기 쉬우며 편리합니다!  
DMV 도로 주행 시험 일정 시스템을 통해 하루 24시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D, DJ 또는 E(승용차 또는 소형 화물차), M 또는 
MJ(오토바이) 등급 면허 및 영업용 A, B, C(대형 화물차 또는 견인 트레일러, 버스) 등급 면허를 위한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신청, 
수정 또는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MV 시스템을 통해 도로 주행 시험장 또는 예약하신 도로 주행 시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유효한 NYS 운전 연습 허가증(LEARNER PERMIT)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도로 주행 시험 일정 신청 일정 변경, 취소 − 다음 모든 면허 등급에 대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 D, DJ, 또는 E(승용차 또는 소형 트럭) 및 M 또는 MJ(오토바이)  

♦ 등급 A, B, C(대형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버스) - 이 등급의 도로 주행 시험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 주행 시험비
로 4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비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또는 차량 관리 사무소(Motor Vehicles office)에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으실 때는 시험비를 납부하고 수령하신 영수증의 번호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고객 참고 사항: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기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으십
시오. 

 예약 전 유의 사항:  
NYS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닌 경우,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으시기 전에 DMV의 승인을 받은 면허 전 교육(prelicensing course) 과정
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운전 학교, 공인 온라인 제공자의 공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DMV 웹사이트에 면허 전 교육 및 차량 내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 운전 학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검색 도구가 있습니
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mv.ny.gov/nys-driving-schools입니다. 도로 주행 시험을 예약하고자 하며, 지난 1년 동안 면허 전 교
육 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증명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전 교육 완료 증명서 (MV-278 양식)(지난해 발급받은 증명서여야 함) 또는 
♦ 학생 이수 증명서 (MV-285 양식)(지난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여야 함). 

인증서를 분실하셨다면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 과정 제공자로부터 대체 양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운전 연습 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허가증이 도로 주행 시험일 이전까지 적어도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정지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
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허가증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dmv.ny.gov에서 무료 MyDMV 계정에 가입하십시오. 

영업용 운전 연습 허가증(COMMERCIAL LEARNER PERMIT, CLP)을 가진 모든 허가증 소지자 참고 사항: 2022년 2월 7일부터, 처음으로
 CDL에 지원하거나 처음으로 위험 물질(Hazmat), 승객, 통학 버스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CDL 도로 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반
드시 초보 운전자 교육(Entry-level driver training, ELDT)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 물질 지식 시험을 보기 전에 위험 물질 ELDT
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제공자는 FMCSA 교육 제공자 등록부(FMCSA Training Provider Registr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tpr.fmcsa.dot.gov.  
ELDT-FAQ에서 https://dmv.ny.gov/commercial-drivers/entry-level-driver-training-faq ELDT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 

 

 도로 주행 시험 일정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도로 주행 시험 예약을 하실 때는 다음의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 NYS 운전 연습 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의 9자리 ID 번호. 
♦ 만약 NYS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증명서 중 하나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면허 전 교육 완료 증명서 (MV-278 양식)(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학생 이수 증명서 (MV-285 양식)(이전 운전자 교육에서 받은 증명서). 

♦ 거주지의 5자리 우편번호 또는 희망하는 도로 주행 시험장의 우편번호. 
♦ 휴대전화 번호 
♦ 대표 차량 

 
영업용 운전 연습 허가증(CLP)을 가진 허가증 소지자 참고 사항: CDL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잡은 뒤, 초보 운전자 교육(ELDT)
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도로 주행 시험 7일 전에 완료한 ELDT가 DMV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취소됩니다. 
 

dmv.ny.gov/roadtest

https://dmv.ny.gov/schedule-road-test
https://dmv.ny.gov/nys-driving-schools
https://dmv.ny.gov/
https://tpr.fmcsa.dot.gov/
https://dmv.ny.gov/commercial-drivers/entry-level-driver-training-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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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주행 시험 예약 취소, 변경, 확정: 

도로 주행 시험 예약 내용을 취소, 변경, 확정하려면 dmv.ny.gov/roadtest에 방문하거나 (518) 402-21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반
드시 NYS 운전 연습 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9자리 ID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특
정 사유(예를 들면, 악천후로 인한 변경 또는 취소)로 예약이 변동되었을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 시험비 40달러를 환불받고 A, B, C 등급의 도로 주행 시험을 취소하시려면, 도로 주행 시험 일시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지불하신 시험비 40달러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 주행 시험 일정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 시험비 40달
러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운전 연습 허가증(CLP)을 가진 모든 허가증 소지자 참고 사항:  예정된 도로 주행 시험 7일 전에 DMV에 ELDT가 기록되지 않
은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이 취소됩니다. 지불하신 40달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료한 ELDT가 DMV에 기록되면 도로 주행 시
험을 다시 예약하고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 당일 아래에 열거된 모든 항목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유효한 NYS 연습 허가증(사진 부착). 사진이 없는 잠정 또는 임시 허가증을 가진 경우, 반드시 사진이 있는 NYS 비운전자 신
분증 또는 NYS 사진 부착 면허증(다른 주의 사진 증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다른 등급의 운전면허로 변경하거나 다른 
등급을 추가하기 위해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는 NYS 운전면허 소지자인 경우, 현재 보유하신 NYS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원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 전 교육 또는 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완료하고 면허 전 교육 완료 증명서(MV-278 양식) 또는
학생 이수 증명서(MV-285 양식)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면허 전 교육을 완료한 경우, 면허 전 교육 완료 증명서(MV-278 
양식)를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등급의 운전면허로 변경하거나 다른 등급을 추가하기 위해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는
NYS 운전면허 소지자인 경우, 현재 보유하신 NYS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청소년 운전 연습 허가증(DJ 또는 MJ) 소지자인 경우, 관리자 감독하에 필수 운전 연습 시간을 완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하고 작성 완료한 감독 운전 인증서(Certification of Supervised Driving, MV-262 양식)를 지참하셔야 합니
다. 도로 주행 시험을 볼 때마다 면허 심사관에게 MV-262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시험용 운전 차량. 시험용 차량은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등록과 차량 점검 통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

참고: CDL 도로 주행 시험 신청자의 경우, 취득하려는 면허 유형의 대표 차량을 가져오고 ELDT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5. 

 

6. A, B 또는 C 등급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연방 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유효한 의료 검진자 인증서(Medical 
Examiner’s Certificate)를 NYS 차량 관리국에 제출하십시오. 의료 요건에 대한 정보는 MV-44.5, "영업용 운전면허 신청을 위한 연
방 요건(Federal Requirements for Commercial Driver License Applicants)"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도로 주행 시험을 마치고 
도로 주행 시험을 마치면 도로 주행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음 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게 됩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본 날의 오후 6시까지 기다린 뒤 적힌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어야 합니다. 응시자는 만 18세 이상의 도로 주행 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면허 소지자와 동승해야 합니다. 시험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도로주행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탑승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 면허 소지
자와 동승해야 합니다. 아래 5번의 참고에 정의된 **3륜 차량에서는 도로 주행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또는 제한 용도 오토바이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려면, 시험중 감독관이 차량에 탑승하여 응시자가 오토바이를 다루
는 것을 주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와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3륜 차량으로는 도로 주행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NYS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뉴욕주에서 취득하는 첫 번째 면허인 경우, 
면허 전 교육 또는 운전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전륜이 둘이고 후륜이 하나이며 조향 장치, 안전 벨트, 좌석이 있고, 운전자가 안장 위에 앉거나 옆으로 걸터 앉지 않
아도 되는 3륜차는 도로 시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dmv.ny.gov/schedule-roa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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