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각 방향 2 차선 도로에서 U 자형 회전을 하고자 한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1) 둘 중 한 차선
2) 항상 중앙 좌회전 차선을 이용한다.
3) 왼쪽 차선
102. 보도 경계선 쪽에 평행 주차를 했다. 바퀴는 경계선으로부터 ______인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
1) 12
2) 16
3) 18
103. 주위에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에 왜 깜빡이 등을 켜야 하는가?
1) 미처 보지 못한 차량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로에 아무도 없다면 깜빡이 등을 켤 필요가 없다.
3) 차선 변경에 한해서만 깜빡이 등을 켠다.
104. 다음의 진술 중 안전벨트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1) 보통 뒷좌석은 12 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하지 못한 자리다.
2) 1 세 이상의 그리고 20 파운드를 넘는 어린이는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 유아는 조수석 쪽에 에어백이 있는 차의 앞좌석에 앉혀서는 안된다.
105. 프리웨이에 진입할 때는 다음의 속도로 운전한다.
1) 프리웨이 주행 차량과 동일한 속도
2) 합법적이 프리웨이 제한 속도
3) 프리웨이 주행 차량보다 시속 10 마일 정도 느린 속도
106. 모퉁이에 서 있는 보행자는 이때 우선권이 있다.
1) 거리에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 한해
2)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한해
3) 횡단보도 표시의 유무에 관계없이
107. 이 표지판이 뜻하는 것은?
1)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 한해 정지한다.
2) 매회 정지한다.
3) 한계선 2 피트 전에 정지한다.

108. 다음 중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1) 속도 제한을 높인다.
2) 거리 간격을 무시한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109. 좌회전을 할 때는 모터사이클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 모터사이클은 교차로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2) 모터사이클이 주행 차선을 다른 차량과 공유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3) 차체가 작기 때문에 잘 보기 힘들다.
110. 이 때 모퉁이에 서 있는 보행자는 우선권을 가진다.
1) 거리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잇는 경우에 한하여
2) 신호 교차로에 한하여
3) 횡단보도의 표시 유무에 상관없이
111. 빨간불일 때 경관이 통과하라고 지시한다. 어떻게 해야하나?
1) 차선을 변경하고 저속으로 운전한다.
2)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린다.
3) 경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
112. 안개 속에서의 운전에 대한 최상의 조언은 "하지말라"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1) 주차등만 켠다
2) 규칙적으로 비상등을 사용한다
3) 헤드라이트를 켠다
113.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
1) 오른쪽 차선 끝남

REST AREA
1MILE

2) 전방에 제한 구역 있음
3) 전방에 휴게소 있음

114. 이곳에서는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된다.
1) 가위표가 표시된 공간
2) 철도 레일로부터 20 피트 지점
3) 자전거 전용차선
115. 다음 중 무엇이 이중 주차에 대한 올바른 설명인가?
1)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 위반이다.
2) 운반을 목적으로 할 때 허락된다.
3) 차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한해 적법이다.
116. 다음의 환경에서는 픽업 트럭의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다.
1) 픽업 트럭 뒤의 양측면이 최소한 24 인치의 높이일 때
2) 픽업 트럭 뒤에 고정장치(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
3) 픽업 트럭 뒤 틀에 고정된 의자가 있을 때
117. 전방에 사고가 난 것을 처음 발견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차를 어디에 멈추어야 하는가?
1) 사고 현장에 닿기 전에
2) 사고 현장을 지나서
3) 후방의 교통 흐름을 느리게 하는 방편으로 그 차선의 끝에 가깝게

118. 초록색으로 칠해진 보도 경계선이 뜻하는 것은?
1) 제한 시간 내에 정지 또는 주차 가능
2) 승객의 짐을 싣거나 부리는공간
3) 비상 차량만을 위한 주차공간
119. 다른 사항이 표기 되어 있지 않는 한 어린이가 다니는 통학구역 (SCHOOL ZONE) 에서의 제한 속도는?
1) 15 마일
2) 20 마일
3) 25 마일
120. 노란색 연속 이중선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2) 개인 차도로 진입할 수 있다.
3) 다른 차량을 추월 및 통과할 수 있다.
121. 타 차량의 주행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도 되는가?
1) 된다.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2) 안된다. 너무 느리게 운전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3) 된다. 타 차량의 주행 속도 또한 줄일 수있다.
122. 두 방향 도로 모퉁이 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우선권은?
1) 횡단 보도에서 "걷기" ("WALK")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에게 있다.
2) 빨간불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있다.
3) 내 쪽으로 오고 있는 차량에 있다.
123.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
1) 전방에 우차선 끝남
2) 모퉁이에서 우회전 할 것
3) 일방통행 도로. 오른쪽 방향
124. 조건부 운전면허증은?
1) 면허 갱신에 대한 특별시간 제한이 있다.
2) 운전시 따라야하는 특별 제약사항을 가진다.
3) 운전 면허증상에 연령제한을 가진다.
125.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을 때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지나가기 전에 파란불이 켜지길 기다린다.
2) 속도를 줄여서 회단 차랴이 먼저 지나가도록 한다.
3) 지나가기 전에 일단 멈춘다. 그런 후 안전할 때 재출발 한다.
126. 이때 교차로를 들어서는 것은 위법이다:
1) 노란불일 때

2) 노란불 깜빡일 때 일단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3)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완전히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127.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
1) 전방 도로가 내 차선 쪽으로 폐쇄된다.
2) 전방 도로가 사방으로 폐쇄된다.
3) 멈춘다. 그런 후 안전 할 때 재출발 한다.

128. 다음 진술 중 미끄러운 도로 표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1) 다리와 고가 도로는 마지막으로 빙결된다.
2) 비포장 도로는 더운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몇 분간은 미끄럽지 않다.
3) 춥고 비오는 날, 건물 혹은 나무 그림자는 빙판을 가릴 수 있다.
129. 한계선이 없을 때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하는가?
1) 횡단보도
2) 횡단보도를 지나서
3) 횡단 차량을 볼 수 잇을 만큼 충분히 멀리
130.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1)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2)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
3)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
131.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
1) 파란불일 때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할 수 있다.
2) 파란불이 켜지길 기다려야 한다.
3) 안전할 때 파란불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
132.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차선을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잇는지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1)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차를 마주 보면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2)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선행권이 있기 때문에
3)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133. 파킹장소에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파킹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주차시간이 5 분 이하일 때
2) 지체장애자에게 발급해주는 특별번호판이나 플래카드가 있을 때
3) 사람들을 차에서 내려줄 때
134. 이 교차로에는 A 차선이나 B 차선 중 어느 차선에서라도 회전이 허락된다는 표시판이 서 있다. U 자형 회전 금지
표시판은 없다. 어느 동작이 불법인가?
1) 차 A 의 좌회전

2) 차 A 의 U 자형 회전
3) 차 B 의 U 자형 회전
135.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을 때 제일 미끄럽다:
1) 심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2) 가랑비가 내릴 때
3) 가뭄 끝에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할 대
136. 지금 자전거 전용선(바이크레인) 옆을 달리고 있다가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먼저 신호를 주고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핀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자전거 전용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회전한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모퉁이에 도착하기 전에 속력을 내서 먼저 간다.
3) 회전하기 전에 자전거 전용선으로 들어간다.
137. 우회전과 좌회전 깜빡이 신호등을 동시에 번쩍거리고 가는 차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다:
1) 등교 혹은 하교를 하는 학생을 태우고 가는 중이다.
2) 그러한 차에 선행권을 주도록 하라는 뜻이다.
3)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혹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138. 다음과 같이 하기 위하여 이중 연속선으로 된 도로의 중앙선을 건너가면 안된다:
1) 다른 차를 뒤 쫓아가서 추월하기 위하여
2)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 개인건물의 드라이브웨이로 들어가기 위하여
139. 6 세 미만 혹은 60 파운드 이하의 어린애들은 반드시 주행차량의 안전좌석에 앉히고 디를 매어 놓아야 하는데:
1) 부모의 재량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2) 후리웨이를 달릴 대만 한다
3) 언제나 해야한다.
140. 학생들이 학교로 왕래하는 학교라는 사인판이 게시된 지역에서는 더 낮은 속도제한 사인판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속도 이내로 달려야 한다.
1) 시속 15 마일
2) 시속 25 마일
3) 시속 35 마일
141. 만약 후리웨이에서 오렌지색의 공사중이라는 사인판과 원추를 본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속력을 줄여야 한다
2) 차선을 바꾸고 같은 속도로 달린다
3) 도로공사 인부들과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비가 앞에 나타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
142. 이 표지판의 의미는?
1) 앞으로 오른쪽에 샛길이 나온다
2) 앞으로 중앙분리선이 있는 고속도로가 나온다
3) 앞으로 차선이 줄어든다.

143. 신호등이나 사인판이 없는 네거리(교차로)의 모퉁이에 다른 차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다음 위치에 있는 차에게
선행권을 양보해야한다.
1) 내차의 오른쪽에 있는 차에게
2) 내차의 왼쪽에 있는 차에게
3) 어떤 차에게도 선행권을 양보할 필요가 없다
144. 안내견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보행자에게는 반드시:
1) 언제나 선행권(먼저 갈 수 있는 권리)을 주어야 한다.
2) 오직 모퉁이 에서만 선행권을 주어야 한다.
3)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145. 언제 헤드라이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따를 수 잇는 좋은 "경험의 법칙"은 무엇인가?
1) 다른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게되면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해가 지고난 뒤 1 시간 후에 헤드라이트를 켠다
3) 다른 차들을 잘 볼 수 없을 때는 언제나 헤드라이트를 켠다
146. 브레이크를 밟을 대의 유효거리를 조사한 결과 시속 55 마일로 주행하는 트렉터 트레일러가 정차하려면
승용차보다 ___배의 거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 배
2) 3 배
3) 4 배
147. 일방통행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1) 안전한 한 어느 차선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
2) 왼쪽 차선에서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3) 왼쪽 차선 혹은 오른쪽 차선 모두에서 할 수 있다.
148. 안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느리게 운전을 하는 것은:
1)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모든 운전자들의 권리다
3) 합법적이지만 권장할만한 것이 못된다
149.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보행자가 아니라고 간주되나?
1) 자동식 (베터리로 작동하는) 휠체어를 운전하는 지체장애자
2) 모터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3) 모터 (원동기)가 달린 4 륜 자전거를 운전하는 지체장애자
150. 내차에 같이 타고 가는 16 세 호근 그 이상되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티켓을 받게 되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그러나 앞좌석에 타고 있을 때만 티켓을 받게 된다
3) 아니다
151. 임시대피선 (turn-out lane)의 목적은 무엇인가?

1) 피곤할 때 쉬는 곳이다
2) 엔진을 식혀주는 곳이다
3)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곳이다
152. 운전도중 쓰레기를 버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이 운전기록에 올라가게되는가?
1) 그렇다. 18 세 이하일 경우 운전기록에 올라가게 된다.
2) 아니다.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다.
3) 그렇다.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기록에 올라간다.
153.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피하는 것"을 막으려면 도로의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볼 대 어느정도 앞의 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1) 4 내지 5 초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2) 10 내지 15 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3) 6 내지 8 초에 도달 할 수 있는 거리
154. 방어운전이란?
1) 다른 운전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2) 트럭운전사들이 사용하는 운전방법이다
3) 살아남기 위한 운전기술이다
155.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속 55 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1) 절대로 빨리 달릴 수 없다
2) 특정한 후리웨이에서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3) 주행하는 차량들의 (교통)흐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56.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선행권을 주어야 한다:
1) 최소한 2 대가 지나갈 때까지
2)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차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3) 차 5 대가 지나갈 때까지
157.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돌사고의 약____는 음주운전자에 의한 것이다.
1) 10%
2) 30%
3) 50%
158. 캘리포니아주 "기본속도법"은 운전자들이 최대제한속도 규저을 지킬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도로변에 게시된 제한 속도
2) 자동정지 신호등
3) 도로, 교통 및 일기(날씨) 상태
159.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위한 화학반응 검사를 거부하면:
1) 추가로 벌금을 더 내게 된다
2) 보석금을 공탁할 수 없게 된다

3) 운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160. 주차등만 켜고 운전하는 것은:
1) 어두운 날에는 옳다
2) 위법이다
3) 일몰에서 방이 되기까지 사이에는 옳다
161. 이중선을 넘어 차를 추월하여도 좋을 때는 내쪽에 있는 선이:
1) 백색 연속선일 때
2) 노랑색 연속선일 때
3) 단속선일 때
162. 굴곡이진 2 차선 도로에서 차를 서행으로 몰고 갈 대는 다음 숫자의 차량이 내 뒤를 따르면 차를 한 옆으로 옮겨
이들이 추월하도록 해야한다:
1) 3 대의 차량
2) 4 대의 차량
3) 5 대 혹은 그 이상의 차량
163. 자기에게 법적인 통행 우선권이 있을을 알때라도 안전규칙은:
1) 결코 자기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2) 언제나 자기가 우선권을 가진다
3) 언제나 타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한다
164. 고속도로에 들어설 때는 다음 속도로 들어서 합해야 한다:
1) 고속도로의 법정속도
2) 고속도로의 법정속도보다 10 마일 낮은 속도
3)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교통과 거의 같은 속도
165. 캘리포니아 운전안내서에 있는 차트에 의하면 55 마일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정차에 소모되는 거리는:
1) 110 피트 미만이다
2) 150 피트 미만이다
3) 225 피트 이상이다
166.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1)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공로상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추월할 대 안전한 공간을 두고 추월해야 한다
3) 이상의 두가지가 다 맞다
167. 운전기록에 아래와 같이 벌저미 나타나면 일반면허 (Class C)를 정지 혹은 취소 당하게 된다.
1) 12 개월 안에 4 점, 24 개월 안에 6 점 혹은 36 개월 안에 8 점
2) 12 개월 안에 6 점, 24 개월 안에 8 점 혹은 36 개월 안에 10 점
3) 12 개월 안에 8 점, 24 개월 안에 10 점 혹은 36 개월 안에 12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