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수속에 대하여
o

유효 기간이 지난 후는 갱신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o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으며 위반운전자 강습 또는 첫회갱신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은
운전면허 센터에서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o

‘당일교부 경찰서’란, 가와사키 경찰서, 요코스카 경찰서, 가마쿠라 경찰서, 오다와라 경찰서,
에비나 경찰서, 사가미하라키타 경찰서입니다.

o

경찰서(‘당일교부 경찰서’를 포함)에서 수속을 하신 일반운전자 강습, 위반운전자 강습, 첫회갱신자
강습 해당자는 접수한 날과 다른 날에 강습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면허증도 수강한 날에

교부됩니다.

접수 장소・일시
접수 시간에 대하여는 강습 구분마다 다릅니다.

(강습 구분은 갱신연락서(更新連絡書)로 알립니다.)

≪강습 구분에 대하여≫
・우량운전자

면허를 계속해서 5 년 이상 보유하고 과거 5 년간에 위반과 사고 경력이 없는
분

・일반운전자

면허를 계속해서 5 년 이상 보유하고 과거 5 년간에 3 점 이하의 위반횟수가
1 번이며 사고 경력이 없는 분

・위반운전자

면허를 계속해서 5 년 이상 보유하고 과거 5 년간에 3 점 이하의 위반횟수가
2 번 이상인 분.

・첫회갱신자

4 점 이상의 위반 경력이 있는 분.

사고 경력이 있는 분

면허 취득 후 5 년 미만이며 위반과 사고 경력이 없는 분 및 3 점 이하의
위반횟수가 1 번이며 사고 경력이 없는 분

・고령자 강습 수강자

70 세 이상의 운전자

○운전면허 센터에서는 가나가와 현내에 주소가 있는 모든 분이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

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공휴일,

우량운전자 강습 해당자
고령자 강습 수강자

연말연시 (12 월
29 일～1 월 3 일)를
운전면허 센터

일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제외함.)
위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첫회갱신자 강습 해당자

접수 시간
오전８시 30 분～11 시
오후１시～3 시 30 분
오전８시 30 분～11 시
오후１시～３시
오전８시 30 분～11 시
오후１시～２시 30 분
오전９시～９시 50 분
오후１시～１시 50 분

○’당일교부 경찰서’는 가와사키 경찰서, 요코스카 경찰서, 가마쿠라 경찰서, 오다와라 경찰서,
에비나 경찰서, 사가미하라키타 경찰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분이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 관할내에 주소가 있는 분
・ 지정된 경찰서 관할내에 주소가 있으며 우량운전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과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신 분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교부 경찰서

우량운전자 강습 해당자
(공휴일, 고령자 강습 수강자

연말연시 (12 월

일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29 일～1 월 3 일)를

위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제외함.)

첫회갱신자 강습 해당자

오전 9 시 00 븐～11 시
오후１시～４시
오전 9 시 00 분～12 시 00 분
오후１시～４시 00 분

○각 경찰서에서는, 각 경찰서 관할내에 주소가 있는 분이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이며 위반운전자 강습 또는 첫회갱신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은 운전면허 센터에서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찰서

(공휴일,

우량운전자 강습 해당자

연말연시 (12 월

일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29 일～1 월 3 일)를

위반운전자 강습 해당자

(당일교부 경찰서를 제외함.)
제외함)

오전 9 시 00 분～11 시 30 분
오후１시～４시 00 분

첫회갱신자 강습 해당자
고령자 강습 수강자

오전 9 시 00 분～12 시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오후１시～4 시 00 분

있는 위반운전자 강습,
첫회갱신자 강습 해당자는
제외함)

●당일교부 경찰서에서 수속을 할 수 있는 분
o

가와사키 경찰서, 요코스카 경찰서, 가마쿠라 경찰서, 오다와라 경찰서, 에비나 경찰서,
사가미하라키타 경찰서 관할내에 주소가 있는 분

o

아래 표의 지정 경찰서 관할내에 주소가 있는 분 중에서 우량운전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신 분

o

당일교부 구역
수속 경찰서

가와사키 경찰서

요코스카 경찰서

가마쿠라 경찰서

오다와라 경찰서

에비나 경찰서

지정 경찰서
가와사키, 가와사키린코, 사이와이, 나카하라,
다카쓰, 미야마에, 다마, 아사오
요코스카, 다우라, 우라가, 미사키, 하야마
가마쿠라, 오후나, 후지사와, 후지사와키타,
지가사키, 즈시
오다와라, 히라쓰카, 오이소, 마쓰다, 하다노,
이세하라
에비나, 아쓰기, 야마토, 자마

사가미하라키타 경찰서

사가미하라, 사가미하라미나미, 사가미하라키타,
쓰쿠이

필요 서류
운전면허 센터

경찰서(당일교부 경찰서 이외)

당일교부 경찰서
o

운전면허증(정지처분 중인 분은 면허 정지

o

처분서)
o

갱신연락서(엽서)

운전면허증(정지처분 중인 분은 면허 정지
처문서)

o

갱신연락서가 없어도 수속을 할 수

갱신연락서(엽서)
갱신연락서가 없어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o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및 질문표

o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및 질문표

o

외국 분은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o

외국 분은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o

고령자 강습 해당자는 고령자 강습 종료

o

고령자 강습 해당자는 고령자 강습 종료
증명서

o

증명서
o

안경, 보청기 등

안경, 보청기 등

적성검사가 있으므로 운전 조건이 있는 분

적성검사가 있으므로 운전 조건이 있는 분

이외에도 걱정되시는 분은 지참하십시오.

이외에도 걱정되시는 분은 지참하십시오.

o

신청용 사진 1 매
세로 3.0cm×가로 2.4cm
신청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나 지참하신

무 모자(無帽), 정면(正面), 무 배경,

사진으로 면허증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상반신에서 3 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신청용 사진 1 매를 준비하십시오.

나오는 사진

운전면허 센터에서 재교부와 동시에 갱신
수속을 하시는 분

○
※

정지처분 중에 갱신 수속을 하시는 분
운전면허 센터에서 지참하신 사진으로 면허증 작성을 원하시는 분

・평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면허증은 지정한 날 이후 평일에 운전면허 센터에서 교부합니다.
・신청용 사진 1 매
세로 3.0cm×가로 2.4cm
신청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무 모자(無帽), 정면(正面), 무 배경, 상반신에서 3 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나오는 사진
※

재교부와 동시에 갱신 수속을 하시는 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갱신은 가능하나 재교부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재교부와 동시의 갱신은 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 일시 귀국하시는 분（가나가와 현내에 일시 체재하시는 분에 제한함.)이며, 일본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체재증명서와, 체재증명서를 작성한 분의 주민 등록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강습 구분마다 다릅니다.
구분

갱신 수수료

우량운전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
일반운전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

강습 수수료

계

500 엔

3,000 엔

800 엔

3,300 엔

1,350 엔

3,850 엔

2,500 엔
위반운전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
첫회갱신자 강습에 해당되는
분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신 분은 갱신 수수료(2,500 엔)만 듭니다.

기타
o

갱신기간은 생일 1 개월 전부터 생일을 기산(起算)으로 하여 1 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 월 29 일～1 월 3 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토요일인
경우는 월요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는 갱신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o

갱신의 특례
해외여행,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갱신 기간내에 수속하기 어려울 경우는 해당 갱신기간 전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o

해외 도항 예정인 분은 여권, 선원 수첩

o

입원 또는 출산 예정인 분은 진단서 또는 모자 수첩

등 부득이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접수시간은 오전 9 시～9 시 50 분, 오후 1 시～1 시 50 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