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도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 
 
(린최핑, 스웨덴 2014 년 8 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NIRA Dynamics AB 가 
도로와 타이어 간 마찰값을 예상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11-nira-dynamics-cars-tires-
road/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012/567527) 
 
노련한 운전자는 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도로를 감지한다. 도로를 보고, 느끼며, 
심지어 듣기까지 한다.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해 도로 접지력을 추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여건에 따라 운전 속도를 조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을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노련한 공동 운전자가 모든 자동차마다 
장착된다면 어떨까? 
 
속도 제한을 넘는 운전이나 도로와 교통 여건 오판은 여전히 가장 흔한 교통사고 원인이다. 
현재 내장된 보조 시스템은 도로 간판을 인지하고,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지키도록 돕는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온도가 어는점에 가까워지면 대시보드에 뜨는 얼음 경고에 익숙하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도입된 단계들이지만, NIRA 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듬을 도입하면 자동차가 더 큰 도약을 하고,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  
 
NIRA 알고리듬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는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미끄럽고 긴 구간이다. 운전자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이 구간은 저속으로 운전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잠재적인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 NIRA 알고리듬을 통해 계산한 
도로 마찰값을 자동차에 직접 혹은 기반시설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접근하는 차량들은 너무 
늦기 전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스마트 공동 운전자가 완전히 주행을 책임짐에 따라 도로 마찰 
예상값 없이는 실질적인 자동주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신형 자동차가 다른 차량, 보행자 및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기능 자체만으로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형 자동차는 도로 여건을 모니터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NIRA 는 새로운 알고리듬을 도로에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애플리케이션과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회사 소개:   
 
2001 년에 설립된 NIRA Dynamics AB 는 현재 60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엔지니어와 테스트 기술자들이다. 본사는 스웨덴 린최핑에 위치하고, IAV 
Automotive Engineering 과 협력해 상하이 및 뮌헨에 지사가 있다. NIRA 는 신호처리, 
센서융합 및 소프트웨어 기반 안전관련 차량기능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NIRA 의 주요 
제품은 세계 굴지의 간접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인 TPI(Tire Pressure 
Indicator)다. 
 
링크: 
http://www.niradynamics.se 
 
미디어: 
사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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