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부서

면허민원처

언론담당

홍보처

차장대우
대리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www.KoROAD.or.kr

김정태 (052-216-1644)

박지현 (033-749-5087, jihyun.park@koroad.or.kr)

배 포 일

2021. 11. 25.(목)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 해당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일정 기간 운전 가능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규취득·갱신·재발급 시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 돌파

앞면

뒷면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
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
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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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만 건을 넘어섰다.
○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
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
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를 해당 국가의 한
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수수료에 2,000원이 추가된 10,000원(적성검
사 시 15,000원)이다.
○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
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간편하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
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
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
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5개국(동티모
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 12개국(나우루, 마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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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 11개국(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
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
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 14개국(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
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 4개국(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 8개국(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
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이다.

KoROAD

도로교통공단

대표전화 1577-1120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26466)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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