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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는 언제쯤? 

 

TechCrunch 의 이 헤드라인은 사실이 아니다: “우버 CEO 는 18 개월 내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와 같은 무인 차량 예찬론자들은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읽을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 헤드라인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2019 년 중반에는 당신이 자율주행차를 모든 장소와 환경에서 작동하는 우버 앱으로 

부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Dara Khosrowshahi 가 제공한 그 예시다: 

우버 CEO 는, 예를 들면, 피닉스에서, 95%의 경우 회사가 완벽한 지도를 가지지도, 혹은 

날씨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버가 운전자를 보낼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hosrowshahi 가 말했다, “하지만 5%의 경우, 우리는 무인 

자동차를 보낼 것이다,”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아도, 여전히 사용자들은 그들이 

무인차를 탈지 아니면 일반 차량을 탈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세계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 우버의 알고리즘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런 초기의 5%가 10 으로, 

15 로, 20 으로 증가해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5 년 내, 우리는 피닉스에서 완벽한 

운전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버가 그러고는 자신의 컴퓨터 

운전자를 모든 도시에서 재교육시키려 하고 그러고는 10 에서 15 년 내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훌륭하게 무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Khosrowshahi 는 

덧붙였다. 오늘날 태어난 아이들이 역시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 물었더니, 

Khosrowshahi 는 확신하면서 그들이 그래야 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보다는 우버의 서비스에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점진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어쨌든, 여기 빌 게이츠의 말에 대한 하나의 정말로 고전적인 

묘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을 과대평가하고 

그들이 10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을 과소평가한다.” Khosrowshahi 가 “모든 단일 사용 



케이스에 대해 진실된 자율성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그의 

타임라인은 나에게 여전히 꽤 흥미로워 보인다. 

최근, 나는 로봇공학자 Rodney Brooks 가 만든 기술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블로깅을 해 

두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심지어 지리 정보가 제한된 곳에서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임의의 장소에 데려가 주는 운전자 없는 ‘택시’ 서비스. 2032 년보다 [이르지는 않게]. 

이는 우버, 리프트(Lyft), 그리고 종래의 택시 서비스들이 오늘날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버는 그런 전망에서보다 TechCrunch 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이것 또한 기억해 둬야 한다: 무인 차량은 당신의 아이가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self-driving-taxis-w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