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운전운전운전 중중중중 산만은산만은산만은산만은 이제이제이제이제 과거의과거의과거의과거의 일일일일? 

 

-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운전자 기술이 10년 내 유럽 

도로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테보리, 스웨덴 2012년 9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최신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자동주행 기술의 다음 단계를 개발하는 3년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이 열렸다. 볼보는 2009년부터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안전한 도로주행 열차) 프로젝트의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군집 주행 기술이 유럽 도로에서 현실이 되는 날을 

앞당기는데 일조해왔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6600-volvo-car-corporation 

 

군집 주행 기술의 목적은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성, 

효율성, 마일리지 및 이동 시간을 개선하는 것이다. 군집 주행 기술(10년 내 실제 

도로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한 명의 전문 운전자가 

지휘하는 ‘도로주행 열차’에 합류할 수 있다. 도로주행 열차에 속한 각 차량은 

거리, 속도 및 방향을 측정하고, 앞차에 맞춰 조절한다. 모든 차량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어느 때고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일단 도로주행 열차에 

합류한 후에는 느긋하게 경치를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밀린 업무를 볼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차량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SARTRE는 동종 유일한 

프로젝트로서 현재 기반시설을 변경하지 않고도 기존 도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볼보는 이와 같은 기술이 교통 흐름과 이동 시간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동 중 에너지 절감 최대 20%라는 환경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SARTRE는 중요한 안전 이점도 제공한다. 지난 10년 사이 유럽 

도로에서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했지만, 2011년 EU 도로에서 

사망자 수가 30,000명이 넘는다는 최근 보고서[1]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는 2020년까지 자사의 신형 자동차에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SART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군집 주행 기술 덕분에 볼보는 이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졌다.  

 



SARTRE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은 도로주행 열차 예약, 합류 및 이탈이 장거리 

여행 시 차를 두고 오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원활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로에서 최종 시범을 마친 현 

단계에서 이 혁신 기술이 유럽 도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도모하는 

단계들을 밟을 예정이다.  

 

SARTR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의 연구와 혁신 이사인 Máire Geoghegan-

Quinn은 “이 기술은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며, 똑똑한 운송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희망적 사례”라면서 “때로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업 그 이상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사가 

자사의 미래 연구 프로그램 Horizon 2020에서 스마트하고,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연구를 하는데 거의 70억 유로를 제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미래의 주행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gordon.cherrington@uk.ogilvypr.com 

지상통신선: +44-207-309-1007 / +44-774-7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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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ec.europa.eu/transport/road_safety/specialist/statistics/index_en.htm 

 

 

출처: Volvo Car 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