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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DMV Drivers Licenses Service Center) 
전화 (312) 793-1010

웹 사이트 www.dmv.org/il-illinois/drivers-license.php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시험장소

● North (시카고시 북부지역)
5401 N. Elston Avenue, Chiago 
월, 화, 목, 금 (오전 8:30 ~ 오후 5:00) 
수 (오전 10:00 ~ 오후 7:00) 

● South (시카고시 남부지역)
9901 S. Dr. Martin Luther King Jr. Drive, Chicago 
월, 화, 목, 금 (오전 8:30 ~ 오후 5:00) 
수 (오전 10:00 ~ 오후 7:00) 

● West (시카고시 서부지역)
5301 W. Lexington, Chicago 
화 (오전 9:00 ~ 오후 7:00) 
수, 목, 금 (오전8:30 ~ 오후 5:00) 
토 (오전 8:00 ~ 정오 12:00) 

● North Suburb (북부 서버브지역)
244 S. Waukegan, Deerfield 
월, 화, 목, 금 (오전8:30 ~ 오후 5:00) 
수 (오전 9:00 ~ 오후 7:00) 

● West Suburb  (서부 서버브지역)
1227 E. Golf Road, Schaumburg (Woodfield Shopping Center)
월, 화, 목, 금 (오전8:30 ~ 오후 5:00) 
수 (10:00am - 7:00pm) / 토 (8:00am - 12:00pm)

운전 허면 Driver’s License



614 2023 KOREAN YELLOWPAGE운전면허

운전 법규 및 안전규칙

● 교통 신호등과 도로표시
1. 교차로상에서 신호대기증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더라도 교 
   차로내에 있는 보행자나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후 차를  
   움직여야 한다. 
2. 교차로 접근 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계속  
   주행해서는 안되며 즉시 정지해야 한다.
3. 2차선 포장도로상에서 중앙선이 단일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
4. 적색 신호등 상태에서 우회전이 허용될 경우에도 일단 차량 
   을 정지시키고 교차로 내에 있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준 다 
   음 천천히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다.
5. 특별한 표지판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적색 신호등일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좌회전은 금지된다.
6. 교차로에서 깜박이는 적색등은 멈춤표시판과 같은 뜻이다. 

● 교통 법규
1.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하며, 횡단 
   보도가 없는 교차로라도 표시된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멈춰 
   야 한다. 멈춤 표시판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순간을 택하여 회전을  
   한다.
3. 차선을 바꿀 때에는 좌측 또는 우측 방향 지시 깜박이를 항 
   상 켜야 한다.
4. 상가나 주택가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는 회전 전  
   100피트 전방에서부터 계속 깜박이 신호를 켜야 한다. 
5. 주행 중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인사를 하거나 “추월하시오” 
   란 뜻으로 깜박이를 켜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이 
   다. 
6. 정지, 양보표시판 또는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내에서 두  
   대의 차량이 다른 길로부터 거의 동시에 접근 할 경우 오른 
   편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7.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동안에는 학생들의 안 
   전을 위해 양방향 차선의 모든 차량들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 
   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를 당하게 된다. 
8. 3차선 도로상에서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지 신호판 
   을 편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는 스쿨버스를 지나칠수 없 
   으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 
9. 도시지역에서 뒷골목길, 개인 사유도로, 차고나 창고 앞 길  
   등에서 주행도로로 빠져나오는 운전자는 보도를 지나기 전에    
   정지해야 하며, 전진하기 전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우선  
   양보해야 한다.
10. 비탈진 도로에서 차의 앞부분을 언덕 아래로 향해 주차시 
   킬 경우에는 앞바퀴를 보도쪽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 안전수칙
1. 전방에 급커브길이 보이면 미리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 
   거나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인 다음 커브길을 통 
   과해야 한다. 
2. 야간 운전시에는 과속은 금물이며, 헤드라이트로 앞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와 차간의 거리등을 조 

   절해야 한다.
3. 안개가 낀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낮게 켜고  
   (Low Beam) 앞을 볼 수 있는 시각 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4. 눈ㆍ비등을 미끄러운 길에서 운전을 할 때 차의 뒷부분이  
   미끌어지기 시작하면 우선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1차로 속 
   력을 줄여야 하며, 그런 다음 차바퀴가 똑바로 전진할 수 있 
   도록 핸들을 꼭 잡고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5. 운전도중 포장도로 밖으로 차량이 빠져나가면 대단히 위험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약 오른쪽 앞바퀴가 포장도 
   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을 꼭 잡고 먼저 엑셀러레이터에서만 발을 떼고, 속도를  
   줄인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도로상으로 되돌아 와야 한 
   다.
6. 차단기 또는 깜박거리는 신호등 등의 경고 장치가 없는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일단 속력을 줄 
   여 정지하거나 잘살핀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정지한다.
7. “2초세기”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
   의 차량이 도로변의 나무같은 고정물을 통과할 때 “일천 하
   나”, “일천 둘”하고 세기 시작해 본인으 차량이 “일천    
   둘”을 세기 전에 해당 고정물에 도달했다면 앞차와의 차간거
   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안전을 위해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타
1. 일리노이주에서는 속도제한 표시판이 없는 도로의 법정 속 
   도제한을 농촌지역의 경우 시속 55마일, 도시지역은 시속 30 
   마일, 학교주변은 시속 20마일, 골목길은 시속 15마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속도로상에서는 기존 주행차선 밖의 갓길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3.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올 때, 서로 마주치 
   기 전 최소한 500피트 전방에서는 헤드라이트를 낮춰야 하 
   며(Low Beam) 추월할 때는 300피트 전방에서 낮춰야 한다.
4.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그  
   사실이 유죄로 판명 날 경우는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혹은 마약 복용 후 운전 
   을 하다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하 1년간 운전자 
   격을 박탈당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되면 2번 이상 적 
   발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차량  
   안에 주류를 보관하는 것도 위법이다.
6. 안전벨트는 교통법규상 항상 착용토록 규정돼 있으며 미착 
   용으로 적발되면 25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6세 이하 
   의 아동들은 차량탑승시 반드시 아동용 안전좌석(Safety  
   Seat)에 앉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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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한국어 필기시험

1. 길 합쳐짐 표시판에 도달할 때 당신은?
-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와 위치를 조절해야 됨.

2. 진입로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당신은?
- 속도를 늦추고 좌우로 살피며 주의하면서 들어간다.

3. 교차로 상의 반짝이는 빨간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멈춤 표시와 똑 같은 뜻이다.

4. 교차로에서 멈춤표시, 양보표시 또는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에
서 두 차가 동시에 서로 다른 길로부터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어느 쪽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는가?
- 오른쪽에 있는 운전자.

5.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신호등
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경우 당신은?
- 안전하면 회전을 끝낸다.

6. 오토바이는 크기가 작고 중량이 가볍지만 다른 차량과 마찬가
지로 우선권의 혜택을 가진다. 어느경우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어야 하는가?
- 당신이 그뒤를 따라가고 있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 할 
경우.

7. 경고 신호등이 반짝이고 있거나 횡단 가로대가 내려져 있는 철
도 건널목에 도달할 때 당신은?
- 가장 가까이 있는 철도 전방 50 내지 15 피트 내에 정지한다.

8. 교차로상의 반짝이는 노랑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신호등이 바뀌려 하므로 멈출 준비를 한다.

9.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이 허용될 경우 옳은 회전방법은?
- 멈춤에서 교차로 내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조심스럽게 회전한다.

10. 2 차선 도로상에서 스쿨버스가 깜박이를 켜고 우선 멈춤 표
시판을 사용할 때 운전자는?
- 오고 가는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11. 학교 지역에서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가?
- 학교가 문을 연 모든 날 아침 7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12. 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할 때 운전자는 언제 그 불빛
을 약하게 줄여야 하는가?
- 다른 챠량과 만나기 최소한 500 피트 전에 라이트를 줄여준다.

13. 2 차선 도로상에서 황색선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황색선을 건너서는 안 된다.

14. 다음 어느 경우 당신은 절대로 후진해서는 안 되는가?
-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상에서.

15. 허가된 차량이 아니라도, 운전자는 장례 행렬 차량의 진행
을 끊을 수 있나?
- 없다

16. 거리나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흰색 점선 차선은?
-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하나 이상일 경우의 도로나 고속도

로 의 차선을 나눌 경우.

17. 간격이 없는 2 중 황색 차선은?
- 4 차선 이상 도로에서 중앙선으로 사용된다.

18. 황색 점선 차선은?
- 2 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으로 사용된다. (추월 가능)

19. 교차로 내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신호가 파랑으로 바뀐다면 
언제 가도 되는가?
-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먼저 있던 차에게 양보한 후에.

20. 멈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당신 차는?
- 횡단보도 앞에, 혹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에 차선에 흰 페인트로 표시된 멈춤선에 서야 한다.

21. 당신 앞의 차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었다면?
- 당신이 앞의 차를 지나쳐 추월하면 안 된다.
22. 흰 지팡이를 가졌거나 안내견을 데리고 가는 시각 장애인 보
도자가 접근할 경우
-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23. 어떤 차량이 장애 주차 지역에 주차 할 수 있나?
- 장애인 플레이트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24. 상가 혹은 주택지역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경우 언제 
신호를 주어야 하는가?
- 회전하기 전 최소한 100 피트 거리 안에서 준다.

25. 우회전을 할 때 당신은
- 회전하기 전에 맨 오른쪽 차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26. 좌회전을 하려할때
- 다른 차량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고, 좌회전하기에 안전한 때
에만 좌회전 한다.

27. 제한 속도보다 반드시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교차로에 접근 할 때.

28. 상업이나 거주 지역에서 우,좌회전 신호는 언제부터 주어야 
하는가?
- 회전 전 최소 100 피트 전부터

29. 미끄러운 길에서 운전 시 차의 뒤쪽이 왼편으로 미끄러지면?
- 앞 바퀴를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바꾼다

30. 저속 주행 차량은 어느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가?
- 오른쪽

31. 고속도로에서 운전 시 차의 앞 오른쪽 바퀴가 도로에서 벗
어나게 되면?
- 운전대를 움직이지 않게 꽉 잡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

32. 다음의 경우는 면허가 정지 되는 경우이다.
- 21 세 이상 운전자가 12 개월 이내 두번 불법으로 주류를 운
반 할 경우

33. 음주나 마약운전(DUI)로 체포된 뒤,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 
경우는?
- 마약, 알코올 농도 측정시 등록된 치수 이상 반응일 경우, 알코
올 반응 검사를 거부할 경우, 마약이나 마리화나의 소지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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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경우 등 모두 해당됨

▶ 필기시험-시력검사-실기시험
한국어 필기 시험이 가능하며, 필기 시험 합격 후 시력검사를 거
치면 1년동안 운전면허 소지자 동반하에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운전실기허가증을 교부받게 된다.

▶ 구비서류
소셜시큐리티 카드 / 생년월일과 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 / 주소를 증명 할 수 있는 편지 / 일리노이 주 우체국의 소인
이 찍힌 2통의 편지

▶ 운전면허 수험료
서버브는 20달러, 시카고는 15달러이다.

※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당일 운전면허증을 받는다
※ 운전면허증은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갱신한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까지 마쳤다면 가능하면 빨리 보험을 드
는 것이 좋다. 무보험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상의 손실
이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도 수많은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다.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추천된 보험회사의 Web Page
에 들어가서 자신의 견적(Quote)을 계산 해보고 타 회사와 비교
하는 방법이다. 

·Farmer’s Insurance
   http://www.farmers.com/FarmComm/index2.html
·American Family Insurance: http://www.amfam.com
·Allstate Insurance
   http://www.allstate.com/Home/Home.asp
·Progressive Insurance: http://www.progressive.com
·State Farm Insurance
   http://www.statefarm.com/homepage.htm
·Geico Insurance: http://www.geico.com
·Safeco Insurance: http://www.safeco.com
견적을 내보고 가격의 동향이 파악이 되었다면 Web Page에 
Link되어 있는 Agent의 위치와 연락처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한
다. 웹에서 낸 견적과 다소 차이가 날수도 있다. 

● Liability Coverage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보험으로 들 때는 Liability Coverage
를 선택한다. 이 두 항목은 주(State)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이
기도 하다.

·Bodily Injury Liability :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
대방 인명 피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액을 책정하는 항목. 상대방
의 인명상 피해 보상 최대 금액(Coverage Limit)을 본  
인이 선택해야 한다.
예) 만약 Bodily Injury Coverage Limit이 25,000/50,000일 경
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한명(Each Person)에 대해서  
최대 $25,000의 피해 보상액을 지급. 만약 사고 당시 탑승인원
이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탑승자의 인명 피해 및 부상 비용을 최

대 $50,000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위 모든 경우는 한번의 사고에 대해서만
(Each Occurrence) 고려한 것임)
·Property Damage Liability :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
우 상대방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책정하는 항목. 상대
방의 재산상 피해 보상 최대 금액(Coverage Limit)을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Coverage Limit이 많으면 많을 수록 Property 
Damage Liability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비싸진다.
 
● Full Coverage
Loan으로 새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Full Coverage를 들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렌트했을 경우 Full Coverage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렌트카의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Full Cover-
age에서는 기본적으로 Liability Coverage항목을 포함한다. Full 
Coverage의 항목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도 
자신의 피해 보상까지도 지급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Medical Expense : 사고에 대해 의료비용을 지급 해주는 항
목. 최대 지급 금액을 선택해야함.
·Comprehensive : 충돌 사고나 차체 전복을 제외한 자연 재 
해 (돌풍, 화재, 우박, 홍수, 동물과의 충돌, 낙석 등) 및 사고 (도
둑 ..)로 인한 피해 보상 항목. 최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Deductible)을 본인이 선택해야한다. 따라서 Deductible이 적으
면 적을 수록 Comprehensive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비싸진다.
예) 만약 Comprehensive Coverage Deductible이 $100인 경우. 
$100 미만의 보상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
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Collision : 상대방및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충돌 사고나 전
복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항목. 최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
액(Deductible)을 본인이 선택해야한다. Deductible이  적으면 적
을 수록 Collision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비싸진다.

● Optional Coverage
·Uninsured Motorist : 본인의 과실이 아니며 무보험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인명및 부상에 대한 피해
를 보상해주는 항목. 역시 최대 보상 금액(Coverage Limit)이나 
최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Deductible)을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Underinsured Motorist : 본인 및 본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
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 Liability Coverage금액
이 본인이 선택한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금액보다 적
을 경우 본인에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항목. 최대 보상 금액(Coverage 
Limit)이나 최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Deductible)을 본인
이 선택해야 한다. 
·Emergency Road Service : 차량 열쇠를 차에 놓고 문을 잠갔
을 경우, 운전중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 운전 중에 차량이 정지
해서 견인이 필요할 경우 등 비상의 상황 시 대처했을 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해주는 항목. 
·Rental Reimbursement :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차량을 렌트할 때 비용을 지급 해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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