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시험:

예상 사항
주행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시험관이 피시험자의 운전 평가를 위해 동승합니다. 이 시험관은 피시험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속이거나 불법을 저지르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떤 사항을 평가합니까?
시험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차량 시동.
도로변에서 출발하면서 표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도로에 재합류할 수
있을 때가지 대기합니까?
차량 제어 시 따라야 할 사항:
o 가속 페달, 브레이크, 운전대 및 다른 조작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o 다른 차량 대수와 속도, 보행자, 도로 상황, 날씨 상황, 공사 여부,
광량, 전방 거리 등에 알맞게 속도를 변경하는가?
도로 운행 시 따라야 할 사항:
o 적절하게 차선을 사용하는가?
o 차선 변경을 위한 신호를 주는가?
o 신중하게 차선을 변경하는가?
o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차량을 따라가는가?
o 차선 변경 전 고개를 돌려 후방을 살펴보는가?
o 회전하기 전 적절한 거리에서 신호를 주는가?
교통 신호와 표지판 준수 시 따라야 할 사항:
o 차선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 차선으로
적절하게 진입하는가?
시야가 가려지거나 혼잡한 사거리 통과 시 따라야 할 사항:
o 주위의 표지판, 신호, 보행인 및 다른 차량을 신중하게
살펴보는가?
o 양보하고 차량 진입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차
o 부드럽게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정차하십시까?
o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습니까?
후진
o 우측 어깨 뒤를 살펴봅니까?
o 일직선으로 후진할 수 있습니까?
o 차를 완전하게 통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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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리 판단 시 다음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합니까
o 따라가거나 추월 시 다른 차, 또는
o 도로 위 보행자나 운전자가 있습니까?
타인의 권리 존중
o 다른 운전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o 운전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특정 조작 시 다음 사항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o 좌/우회전 및 감속이나 정차용 팔 신호. (시험 도중 팔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o 브레이크 반응 시험/긴급 정차 –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정차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o 언덕 위 주차 – 차량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o 평행 주차 – 4 개의 막대기, 2 대의 차량 또는 가상 차량이 후방에
약 ½ 차 길이로 주차되있는 한 대의 차량 사이에 있는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평행 주자 조작 동안
주차 지원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진입로나 골목길에서 모퉁이를 통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모의
후진 – 차량을 후진시켜 모퉁이를 돌고, 가로변에 최대한 붙어
정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직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안전하게
후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주행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Washington 주 운전자 안내서(Washington Driver Guide)를 공부하고 무엇보다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시 면허 소지 운전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통 상황에서도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도로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십시오. 자신에게 익숙한 차량으로 시험을 치루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루는 것에 대해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내용과 운전자 안내서에 기재된 요령을 연습하고 기억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DRIVING TEST – WHAT TO EXPECT (R-06-2021)

2|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