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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역사상 최초로 성공적인 자율주행 차량 시연 발표

화요일에 아우디 시범주행기술(Audi Pilot Driving Technology)을 선보인 아우디
아메리카(Audi of America)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시연 동영상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우디 아메리카 주식회사(Audi of America Inc.)의
대표가 주도 지역에서 오늘 하루종일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일련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시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자가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에서
90 번 주간고속도로(I-90)로 수동으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 이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전에 약 6.1 마일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아우디 하이웨이 시범기술(Audi Highway Pilot technology)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뉴욕의 도로에서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간직한 미래 교통의 개척자입니다. 뉴욕은 혁신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리더입니다. 이 사상 최초의 시연은 이 새로운 기술을
실현하고 뉴욕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Scott Keogh 아우디 아메리카(Audi of America)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같은 진취적인 주들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아우디(Audi)는 교통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혁신은 산업계와 정부가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 주행에 참여했습니다. 시연 동영상은
여기 YouTub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품질의 동영상은 (h264 포맷)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b-roll 은 여기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진은 여기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주행을 경험하고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뉴욕은 이 새로운 기술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우디 아메리카 주식회사는 뉴욕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회사였습니다. 주도 지역에서 시연한
기술은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3 단계 수준의 자동화
기술로 간주됩니다. 즉 제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속도 표지판의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인지하여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차량은 이미 미국 전 지역의 고속도로
수천 마일을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했습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기술은 매년 미국인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뉴욕주는 교통 안전 면에서
국가적인 리더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신기술을 채택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올버니에서 사상 최초로 이 테스트를 시연한 아우디
아메리카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립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는 미래에 실용화 될 이동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립경찰(State Police)은
이러한 테스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잠재적인
안전상의 이로움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저희 주정부 및 지역정부 파트너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주립경찰은 상기 회사의 자율주행 차량 경로 정보를 사전 승인했습니다. 5 월 26 일
금요일 자동차부가 해당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법안에 규정된 성능 입증 또는 시험 허가는 2018 년 4 월 1 일부로 기한이 만료됩니다.
자동차부(DMV)와 주립경찰은 법률에 따라 2018 년 6 월 1 일까지 뉴욕주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신청과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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