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첫 번째 자동주행 차량 시연 승인 발표 

  

첫 번째 자동주행 차량 시연은 6월 13일 올버니에서 실시될 예정 

 

사진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udi of America Inc.가 뉴욕주에서 자동주행 차량을 

처음 시연할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달 초, 주지사는 뉴욕주는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또는 시연에 관심이 있는 회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회사는 6월 13일 뉴욕주 의사당 인근의 올버니 시에서 

실시되는, 뉴욕주 역사상 첫 번째 자동주행 차량 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주행 차량은 자동차 산업의 주요 미래이며, 이 

시범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혁신과 최첨단 기술의 허브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신기술은 사고를 감소시키고 도로 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뉴욕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새로운 법안은 연중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허용합니다. Audi of America Inc.는 뉴욕주에서 자동주행 차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기술 협회(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s)는 주도 지역에서 

시연될 예정인 이 기술을 자율주행 차량 운영 레벨 3으로 간주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 두 명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며, 한 명은 앞 좌석에, 다른 한 명은 뒷 좌석에 탑승합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은 

이미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수천 마일을 안전하게 주행하였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이 상기 회사의 자율주행 차량 경로 정보를 사전 승인하였으며, 5월 26일 

금요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신청서를 승인하였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Audi_Autonomous_Vehicle.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utonomous-vehicle-testing-begin-new-york-state


DMV 행정부 부커미셔너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로 고속도로 안전을 

강화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으로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이번 첫 테스트와 시연은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며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기본 요소입니다. 곧 자율주행 차량 기술은 고속도로의 안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것이며,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충분히 

준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 검사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회사 및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협력할 것입니다.” 

 

Audi 워싱턴 D.C. 공무 이사 Brad Ster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화 차량은 뉴욕주 

도로의 안전을 개선하고, 혼잡을 완화하며 뉴욕주의 다양한 지형에서 새로운 이동수단 

선택지 선택이 가능하게 할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을 도울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신청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제작자나 제작자와 협력하여 기술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연방 안전 기준과 뉴욕주 점검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신청서 목록에 있어야 하며 500만 달러의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회사는 반드시 2018년 3월 1일 전까지 차량 관리부 커미셔너에 DMV 허가에 따라 

진행된 성능 입증 또는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에 규정된 성능 입증 또는 

시험 허가는 2018년 4월 1일부로 기한이 만료됩니다. DMV와 뉴욕주 경찰국은 법률에 

따라 2018년 6월 1일까지 뉴욕주 자율주행 차량 검사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신청과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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