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재규어 랜드로버, Invictus Games 참가자에 자율주행 경험 제공 

 

- 상이군인, Invictus Games Sydney 2018에 앞서 자율주행차 경험 

- 재규어 랜드로버가 개발 중인 차량 기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동에 편의 더할 수 있어 

- 부상자, 상해자, 병든 군인, 재향 군인을 위한 제4회 Invictus Games, 10월 20일~27일 시드니 

개최  

 

(2018년 10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Invictus Games Sydney 2018에 앞서 제공 파트너인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가 부상자, 상해자 및 병든 군인을 초청해 영국 내 가장 

복잡한 도로 중 일부에서 자율주행 레인지로버 스포츠(Range Rover Sport)의 승차 경험을 

제공했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17751-jaguar-land-rover-autonomous-future/ 

 

팀 UK 캡틴 Mark 'Dot' Perkins 및 이탈리아팀 멤버 Simone Careddu가 밀턴케인스의 

공공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 SUV에 승차하기 위해 전 참가자인 Jamie Weller 및 JJ Chalmers와 

합류했다. 

 

자율주행차는 로터리, 신호등, 최고속도 50mph, 교차로 및 차선변경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UK Autodrive Consortium 일부로 개발되는 이 혁신은 보행자, 자전거 주행자, 보안 및 

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환경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과제를 다룬다. 

 

참가자의 피드백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수백만 명의 삶을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이동성의 장벽을 제거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바로 Invictus Games 정신을 상징한다. 

 

Mark 'Dot' Perkins는 “기술은 너무도 많이 진보했다”라며 “나는 벌써 선사시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아이들이 자랐을 때쯤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차를 사용했던 것이 별난 

일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 생활 중 시각장애를 앓은 영국 해군 항공 엔지니어 재향 군인 Jamie Weller는 “재규어 

랜드로버가 개발 중인 신기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라며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이 

사용할 자동차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기술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많은 긍정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규어 랜드로버 자율주행 연구 엔지니어 Jim O'Donoghue는 “참가자의 통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자율주행차가 향후 10년 이내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는 이미 

업계, 학계 및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무사고, 

무배출가스 및 무교통체증을 목표로 한다”면서 “여기에 무이동장벽을 추가한다면 큰 성취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nvictus Games는 스포츠의 힘으로 부상자, 상해자 및 병든 군인에게 회복에 영감을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하며, 폭넓은 이해 및 경의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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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53316/Invictus_Range_Rover_Sport.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17751-jaguar-land-rover-autonomous-future/ 

 

출처: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