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시작 발표 

 

주 경찰청과 차량 관리부에서 뉴욕 도로에서 안전한 시험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신청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현재 자동주행 자동차가 공용도로에서의 

시험 혹은 입증에 관심을 가진 회사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Y 2018 

예산에 포함된 새로운 법안은 연중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이어 차량 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신규 신청 

절차는 뉴욕을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또 한걸음 내디뎠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혁신에서 전국의 선두 중심 행렬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수송 기술을 재구상하기 위하여 회사와 사업가들을 초청하여 

뉴욕시민에게 새롭고 안전한 이동 옵션 개발을 격려합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는 

도로에서의 종합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에 조심스럽고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위험한 운전습관을 줄이고 사고 횟수를 낮추며 뉴욕 도로에서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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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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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신청과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mv.ny.gov/dmv/apply-autonomous-vehicle-technology-demonstration-testing-permit
https://dmv.ny.gov/dmv/apply-autonomous-vehicle-technology-demonstration-testing-permit


 

DMV 부청장 Terri Eg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젠가는 

자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모두 익숙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이와 같은 기술에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드시 이런 차들이 우리 도로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거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뉴욕이 

고속도로 안전성의 오랜 실적과 혁신에 일관되게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청은 우리 도로의 

안전을 향상하고 사고, 부상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모든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환영합니다. 

그 어떤 혁신적인 새 기술도 적절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주 경찰청은 이 과정을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감독하고 그 효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