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RA, 볼보 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 
 
(린최핑, 스웨덴 2014 년 9 월 2일 PRNewswire=연합뉴스) NIRA 가 볼보 자동차에 비간접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I 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TPI 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iTPMS 다. NIRA 의 TPI 를 사용하기로 한 볼보 
자동차의 결정으로 TPI 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12-nira-tyre-pressure-
monitoring-volvo/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1012/567527 ) 
 
“볼보 자동차의 주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일단 스웨덴의 두 첨단 기술 
업체가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음으로 다음 세대 자동차가 출시될 때도 
새로운 기능 혁신 분야에서 볼보 자동차와 더 광범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Dr. Predrag Pucar, NIRA Dynamics AB 최고경영자(CEO)) 
 
2014 년 11월 1 일부터 EU 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TPMS 가 의무화된다. TPI 는 
스노 타이어가 의무화된 나라에서 특히 확실한 이점을 가진다. TPI 를 사용하면 여름용 
타이어에서 스노 타이어로, 그리고 그 반대로 교체하는 작업이 매우 간단해진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추가 센서를 구입할 필요도, 추가 부품을 
조립할 필요도 없으며, 센서를 할당할 필요도 없다.  
 
또한 TPI 를 사용하면 제거가 불가능한 배터리를 포함한 독성 전자 폐기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바퀴 압력 센서를 제거함으로써 매년 볼보 자동차에서만 50 톤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기술 배경 
 
소위 직접 혹은 dTPMS 는 자동차 바퀴와 무선전송 센서로 작동한다. 간접 혹은 iTPMS 인 
TPI 는 그와 같은 센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TPI 는 차량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소형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차량 정보 버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를 
영구적으로 모니터한다. 첨단 알고리듬이 신호를 조합 및 분석하고,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타이어의 특징적인 패턴을 감지하며, 경고를 보낸다. 타이어 교체나 압력 체크 같은 간단한 
학습 과정을 마치면, TPI 가 네 바퀴를 동시에 모니터하고, 네 바퀴의 느린 압력 손실은 
물론 각 바퀴의 구멍까지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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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협력해 상하이 및 뮌헨에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링크:  
www.niradynamics.se 
 
출처: NIRA Dynamics 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