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 CADILLAC 본사에서 첫 국토 횡단 핸즈프리 운전 시행 발표  

  

Kathy Hochul 부지사, Cadillac과 합류하여 12대 차량 국토 횡단 여정 기념 행사 참석 -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adillac이 뉴욕시 새 글로벌 본사에서 미국 최초의 

국토 횡단 핸즈프리 운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슈퍼 크루즈가 장착된 Cadillac 

Ct6 차량 12대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6개 주와 워싱턴 D.C.를 횡단합니다. 차량은 

클리블랜드, 시카고, 멤피스, 댈러스, 산타페, 피닉스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정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첨단 기술 허브이며, Cadillac은 

뉴욕에서 핸즈프리 기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국토 횡단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혁신 

정신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뉴욕주 운전 기술을 재구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뉴욕 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이동 수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Johan de Nysschen Cadillac 대표와 함께 뉴욕시 캐딜락 

하우스(Cadillac House)에서 차량 출발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수단 혁명은 기존 뉴욕의 명성과 경제적 

번영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번 국토 횡단 시연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 주행 차량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주정부 법을 수정하고 Cadillac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주를 자동차 업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무인/핸즈프리 운전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Johan de Nysschen Cadillac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관료와 협력하여 

운전자와 승객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미국 내 교통수단의 미래를 만들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adillac의 새로운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뉴욕시는 국토 횡단 여정을 시작하기에 특히 적합하며, 최첨단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ands_Free_Cross_Country_Drive.pdf#_blank


 

 

기술과 혁신의 리더인 뉴욕주의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Kathy Hochul 부지사님의 

지원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 초, 뉴욕주는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거나 시연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1년간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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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연방 안전 기준과 뉴욕주의 모든 해당 검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동안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한 

운전자가 항상 운전석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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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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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성능 입증 또는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신청과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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