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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Tire Pressure Sensor for automobiles, 

accelerated life test model and procedure are developed. By using this method, failure 

mechanism and life distribution are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 the main 

failure mechanism is degradation failure that is, PCB destruction and battery Discharge by 

high temperature. ii) the life distribution of the Tire Pressure Sensor fitted well to Weibull 

life distribution and the accelerated life model of that is fitted well to Arrhenius model. iii) 

at the result of the life distribution, accelerated life test method is developed

1. 서론 

 

TPMS(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는 “튼튼한 타이어”에서 “지능형 타이어”로 타

이어의 페러다임을 바꾼 획기 인 시스템으로 타이어 안 사고 방은 물론 정공기압 

유지로 인한 연료낭비를 방지한다. TPMS는 안  측면에서 타이어의 압력  온도를 모

니터링 함으로서 타이어의 펑크 사고를 방하며, 경제  측면에서 정 타이어 공기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 으로서 4%의 연비 향상, 20%의 타이어 수명 연장  

승차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차량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장거리 고

속주행 등에 의한 타이어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센서 내부소자  내부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와 진동과 충격에 의한 고장이 발생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 국산화 개발품을 상으로 가속 한계 시험을 통해 수명과 

스트 스의 상  식을 정립함으로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내구

수명검증을 통해 제품의 보증수명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가속 수명 시험 설계  시험 방법 

 

2.1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필드 사용 환경

승용차용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주요한 고장부 는 센서의 오동작이나 손이 주된 

고장원인이며, 한 내장된 배터리의 수명이 센서의 수명을 좌우한다. 따라서 센서의 오

동작이나 배터리방 은 온도조건에 따른 열화가 원인이다. 따라서 가장 요한 것은 승

용차용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사용환경을 확인하기 해 실차조건에서 타이어 내부의 온

도  압력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사용환경을 결정하 다. 차량의 

운행은 시내도로,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나뉘어 운행하 다. 국내 특정 도로 별 계

측을 통해 국내 도로별 비율을 반 해 표 도로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측정하 고, 아래 

그림 1, 2는 운행도로별 타이어 내부 온도  압력측정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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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내도로에서의 타이어 내부 온도  압력

 

<그림 2>  고속도로에서의 타이어 내부 온도  압력

 타이어의 온도 상승의 원인  잦은 이크 시스템의 작동에 의한 온도 상승의 

향을 악하기 하여 지방도 구간  이크의 작동회수가 많은 구간에서의 사용온도

를 계측한 것이 아래 그림 3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사용 

온도는 이크의 작동과 함께 격히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크 작동 이

에는 최  온도가 24℃정도에서 이크 작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63℃에 이를 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4바퀴 모두 거의 동등한 경향이다. 그러나 최고온도

의 상승폭은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반 으로 7℃이상 큼을 알 수 있다. 한 상기와 같

이 타이어 내부의 공기온도는 차량의 운행조건에 따라 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이

는 것이다. 도로별 타이어 내부 온도의 분석결과, 타이어 내부의 온도는 주행  타이어

와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열, 주행  타이어의 반복 인 좌굴에 의한 타이

어 내부의 공기의 운동에 따른 운동에 지에 의해 발생되는 열의 환, 이크 시스템

에서 발생된 열이 휠을 통해 달되는 열 등 상기의 세 가지 원인  이크 시스템으

로부터의 열 달의 경우가 가장 가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잦은 제동구간에서의 온도  압력

  

<그림 4>  사용 도로별 온도 분포

 그림 4는 각 주행 도로별 사용 온도 분포  압력에 한 타이어 압력 감시 센서의 

-  42  -



주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의 경우 거의 일정한 속

도로 운행하는 패턴을 가지고 노면과의 마찰에 의한 마찰열의 달에 의해 45 ~ 55℃근

방의 집 이 온도상승을 보인다. 시내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에 비해 최고온도는 낮으며, 

25℃에서 55℃ 근방까지 다양한 온도 분포를 보인다. 이크 작동회수가 많은 지방도

의 경우 온에서 고온 까지 다양한 온도 분포를 보이며, 특히 약 65℃ 정도의 최고 온도

를 보인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타이어 내부의 온도 상승 유발 요인  이크 시스

템의 제동열의 달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2.2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필드 고장 모드

자동차용 타이어 공기압 센서는 고회   고진동의 기계  충격 하에 존재하는 부품

이므로 교체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기계  내성이 우수하도록 폐  몰딩 구조로 제

작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타이어 공기압 센서 국산화 개발품의 필드 주고장 유형을 살

펴보면 4개월간의 필드 고장 건수는 133건이 악 되었으며, 고장 유형은 아래 표 1과 

같다. 

No 고장 원인
고장수

(건)

유율

(%)

 

유율(%)

1 센서 이상 89 66.9 66.9 

2 센서 손 13 9.8 76.7 

3 원 고장 11 8.3 85.0 

4 LCD 고장 4 3.0 88.0 

5 작동 불량 4 3.0 91.0 

6 시가잭고장 4 3.0 94.0 

7 업그 이드 3 2.3 96.2 

8 B/L 불량 2 1.5 97.7 

9 센서 교체 2 1.5 99.2 

10 센서 불량 1 0.8 100.0 

Total 133 100.0 

<표 1> 고장 황

<그림 5> 필드 클 임의 고장 황

상기 고객 클 임 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시

스템의 고장의 약 80%는 센서 고장과 계되며, 특히 센서이상, 센서 손, 원고장 세 

가지 항목의 고장이 체 고장의 85%에 달한다.

2.3 필드 사용 환경에서의 요구 수명

 자동차 부품인 경우 정비지침서상(10년 는 160,000 km까지 표 됨) 교환 는 정비

주기가 없는 부품은 자동차 수명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명에 근거하여 10년 는 160,000 km(일반 으로 통용)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타이어 공기압 센서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배터리의 수명이 제품의 수

명을 좌우한다. 재는 부분의 타이어 공기압 센서 제작사들이 센서 수명을 5년 정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업체  소비자들에 의해 자동차 수명 수 의 10년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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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재의 해외 선진사들의 수 은 수명은 7년 수 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드

에서의 차량 사용자  사용 지역에 따라 사용시간 는 연간 주행거리 등은 히 차

이가 난다. 사용자 환경에 한 표성을 얻기 하여 미국의 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서 조사한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인 약 17,100 km/년와 1일 평

균 주행거리인 46.7km/일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시간을 설정한다. 국가별 주행 평

균 속도는 미국과 유럽의 표 인 연비 인증 모드인 FTP-75 모드에서 34.1km/h와 

ECE-15 +EUDC 모드에서 33.8km/h 으로 표된다. 일일 평균 차량 운행시간은 미국과 유

럽의 기  모두 약 1.313 h/일이다. 상기의 일반화된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의 총 운행 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국가별 년평균 주행거리 : 연간 약 16 ,197 km → 1일 평균 주행거리 : 44.38 km/day

   일일 평균 차량 운행시간 : (44.38 km) / (33.8 km/h) = 1.313 h/일

   7년 기  운행 시간 : 1.313 h/일 × 365일/년 × 7년 = 3,355 h/7년

   따라서 7년 기  작동시간은 3,355 h로 약 3,400 h 임

따라서 배터리 수명 7년을 보증하기 해서는 약 3,400시간 정도의 요구수명을 만족하

면 된다. 요구 수명 3,400시간 동안 배터리의 소모는 차량의 정차  기 류에 의해 소

모되는 측면과 차량의 운행  타이어 공기압과 온도를 송신할 때 소비되는 류로 구분

할 수 있다. 

2.4 가속 모델의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센서는 1분에 4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경우 

수명 악을 해서는 3,000시간 이상의 시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신 횟수를 가속

함으로서 빈도가속을 일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빈도가속을 수행하기 해 1분에 4개

의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로그램 되어있는 센서를 0.47 에 5개의 데이터를 내보내도

록 로그램 한다. 이 경우 빈도가속에 의한 가속계수는 160이다. 술했던 바와 같이 타

이어 압력 센서의 주고장이 분 기 온도에 따른 PCB의 괴  배터리 조기방 이라고 

가정할 때 가속 모형은 아 니우스 모형(Arrhenius Model)을 용할 수 있다. 상기 모형은 

화학 반응이 임계량(critical amount)에 도달하면 고장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온도 열화 모

형으로 다음과 같다.

   ⋅exp⋅

ln  ln  ⋅

     

  

여기서 L는 타이어 압력 센서의 수명(h), E는 활성화 에 지(eV), k는 볼츠만 상수

( = 8.6173×10- 5 eV/K), T는 시험 조건에서의 온도(K)이다. 상기의 식으로부터 타이어 압

력 센서의 가속 수명식을 정립하기 해서는 수명과 온도의 상 계로부터 활성화 에

지 E와 타이어 압력 센서의 특정 상수 A가 명확히 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에서

는 타이어 압력 센서의 수명과 온도의 상 계를 악하기 한 실험 장치  방법에 

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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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속 수명 시험 장치  방법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국내에서 TPMS를 최 로 국산화한 제품을 사용하 다. 시험 수

은 가속 수명 시험 설계 시 시험수 이 무 낮은 경우 고장재 에 소요되는 한계수명 

시험 시간이 무 길게 되고 시험수 이 무 높은 경우 고장 모드인 반도체의 열화 고

장 이 에 부품 는 PCB의 괴 고장이 발생되어 고장 모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속 수명 시험을 한 가속 수 은 작동한계 범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해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작동 한계 범 를 악하 다.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온도 작동 한

계는 115℃임을 악하 으며, 따라서 시험온도 수 은 상한작동한계인 115℃보다 10℃

씩 낮은 온도인 95 ℃, 105 ℃로 2 수  스트 스로 결정하 다. 가속 수명시험에 소요되

는 시료 수는 총 10개의 시료에 해 실시하 고, 시험시간의 단축을 해 송수신 주기

의 빈도가속을 병행하여, 각 수 별 모든 시료가 고장이 발생할 때 까지 한계 내구 시험

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6은 센서의 수명을 악하기 한 시험 장치이다.

<그림 6>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가속수명시험

  

3. 가속 수명 시험 결과  해석

3.1 수명 분포의 합성 검토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수명분포를 악하기 해 각 온도 수 별 한계 내구시험을 수

행하여 총 10개의 시료 모두에서 배터리 방 에 의한 고장을 재 하 다. 상기의 시험결

과 얻어진 각 수명 데이터로부터 수명분포를 해석하기 해서 먼  그림 7과 같이 상용 

수명해석 로그램인 MINITAB을 사용하여 수명분포의 합성을 검토하 다. 수명 분포

의 합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Anderson Darling (AD) 값을 사용하 다. 이 AD값은 분

석자에게 측된 자료가 어떤 분포에 합한지를 단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동일한 수

명자료를 다수의 분포에 합시켰을 때 AD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분포가 가장 합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의 수명분포의 그래  양상  AD값의 크기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수명분포를 해석하는데 와이블 분포가 가장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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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명분포의 합성 검토

3.2 사용자 환경의 보증 수명 해석

각 온도에서의 수명 분포를 와이블 분포  동일한 형상 모수로 설정하여 확률지에 

도시하고 사용자 환경에서의 수명을 추정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낸다. 여기서 사용자 

환경은 60℃이며 이는 사용자 환경 계측 시 가장 높은 온도 역이다. 

<그림 8>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와이블 수명 분석 결과

상기 그림에서 타 과 함께 있는 왼쪽의 선들은 각 온도별 수명 분포 해석 결과이며, 

오른쪽의 선은 온도를 60℃로 가정하여 수명 분포 해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사용온도가 60℃인 경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B5수명(제품의  고장확률이 

5%인 고장시간)은 약 550시간이다. 한 최 온도 던 25℃에서의 수명을 B5수명으로 추

정한 결과 약 1,062시간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사용연수로 환산하면 60℃에서는 약 

8.3년에 해당하는 수명이다. 그림 9는 상기의 가속인자인 온도와 고장 수명과의 계를 

아 니우스 모형을 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타  결과는 그림 8의 MINI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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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그림 9>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온도에 따른 수명 선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와 ln가 선형 인 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 니우스 모형이 합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수명과 온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에 지()는 0.15eV으로 분석되었으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특정상수 는 

3.5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온도에 의한 배터리 방 에 

한 수명 가속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p



×

 ∙
 

상기의 식으로부터 사용자 환경의 온도를 입력함으로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배터리 

방 에 따른 센서의 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타이어 공기압 센서 국산화 개발품에 하여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내구수명검증을 통해 제품의 보증수명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여 온

도  빈도 가속 조건을 통하여 수명 데이터를 얻었으며 배터리 방 에 한 수명을 

측 하 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필드에서 부분의 고장은 약 80%가 센서 고장과 계되었으며, 특히 센서이상, 

센서 손, 원고장 세 가지 항목의 고장이 체 고장의 85%이었다. 이러한 원인

을 악하기 하여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고장메커니즘에 한 분석을 실시하 더

니 배터리 방   손, 배터리 분리 등의 고장이 8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2) 가속 수명 시험 결과의 수명데이터로부터 각각의 시료에 한 상수명을 측하

여 와이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뢰수  90%, B1 수명은 7.5년 이며, B5 수명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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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선진사 수 의 7년 정도 수 으로 제품의 수명을 확인하 다. 

(3) 이러한 결과로 신뢰수  90%로 B1 수명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해외선진

사 들의 수 인 7년의 수명수 을 만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국산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수명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재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수입 체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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