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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고찰

(A Consideration for a Protocol Supporting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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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TPMS) is often used recently. However, the 

standards and functions are very different. Even though the regulation requires all vehicles install 

the TPMS, there is no a standard of a Physical and Media access control protocol which 

provides compatibility with other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C protocol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an energy 

efficient hybrid RF system platform. The MAC protocol provides compatibility of the TPMS with 

other systems and the RF system platform reduces energy consumption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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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배 경

차량 내 장착되는 부품 중 타이어는 도로와 직

접적으로 접촉하는 부품으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역할로 타이어의 

상태는 운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사인 파이어스톤이 

포드사의 차량에 납품한 타이어 일부가 공기압이 

낮아져 주행 중에 연이어 파열되면서 차량전복사고

가 일어났으며, 당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

생했으며, 결국 포드사와 파이어스톤은 특정 모델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650만여 개를 전량 교체하

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만약 타이어에 금속 파편이 박히거나 장기간 주

행이 없는 상황 등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공기압이 

세는 경우 보통 주행 중인 운전자들은 타이어의 상

태를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이어가 

파손되어지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크다.

이전까지는 공기압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했던 자동차 업계와 소비

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TPMS를 통해 사람과 자

동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동차의 성능과 타이어의 

수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1].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타이어 휠에 부착된 센서로 타이어의 압력 등을 감

지한 후, 이를 운전석으로 보내 운전자가 실시간으

로 타이어의 압력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타이어의 공기압뿐만 아니라 온도, 전압, 가

속도센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음으로써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시켜 타이어의 내구성과 승차감, 

연비개선 등을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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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S에 대한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TPMS 장착만으로 사망자 124명/년, 부상자 8,500

명/년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에서는 

TPMS가 연료비 절감으로 평균 온실가스를 약 

3.2g/km이 감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TREAD(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에서 이미 NHTSA(U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게 

2007년 9월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TPMS에 관한 

기술과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타이

어 신호가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

려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최종 직‧간접측정방식의 

시스템으로 타이어의 25%정도 공기가 빠졌을 경우 

운전자에게 20분 이내로 경고하여야 한다고 

FMVSS No. 138과 SAE 2567로 최종 규정하였다

[2]. 또한 유럽은 ISO/FDIS 12750으로 규정하였으

며, 최근 국내에서도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

점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2013년부터 TPMS를 

의무 적용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규칙을 발

표하였다[3].

2. 개 요

타이어의 상태를 감지하는 방식으로는, 간접측정

방식과 직접측정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측정방식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간접측정방식은  ABS 바

퀴 속도 센서로부터 정보를 얻고, 바퀴간의 상호회

전수 차이에 의한 타이어 팽창압력을 결정하는 방

식이며, 직접측정방식은 각 타이어마다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분리된 무선 센서모듈로부터 공기가 세어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측

정방식은 타이어에 직접압력측정방식과 간접측정방

식이 결합된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 기능을 갖춘 시

스템을 말한다. 대부분의 TPMS는 분리된 센서디바

이스로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동작하며,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한다.

그러다보니 TPMS 무선 센서모듈은 배터리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삽입되

는 TPMS 센서모듈의 수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타이어 내부에 직접 삽입되고 -4

0℃~+180℃의 열악한 환경 내에서 최소 6~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적어도 타이어 수명보다

는 길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다른 차원의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전원 및 접촉에 관하여 자장이나 전자

장에 자체 충전하고 전파 방사하는 RFID기술을 이

용하여 TPMS 센서모듈의 배터리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PMS에 대하여 하나의 RF시스

템으로 전송하고 다른 RF시스템으로 수신하는 방식

의 하이브리드 RF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루고 있지

만, 향후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저전력 시스템으로 

나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4]. 

이어 앞으로의 연구 동향은 주로 설계고려사항, 

부품 개발과 실제 구현 특히나 에너지 저소비로 초

점으로 맞춰지고 있으며, 또한 TPMS 프로토콜에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6]. 

하지만, 현재 상황은 TPMS에 대해 어떠한 기준

도 뚜렷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준이 정

해지지 않은 실정으로 각각 다른 제조업체의 

TPMS와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하이브리드 

RF시스템의 PHY과 MAC 프로토콜부분이 서로 다

르므로, 이를 위한 호환성을 제공하는 PHY와 MAC 

프로토콜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하이브리드 RF시스템을 

기반으로 RFID에 관한 규격을 바탕으로 한 호환성

을 제공하는 PHY/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Ⅱ.  시스템 구조

일반 차량에서의 TPMS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컨트롤러 하나와 각 타이어별로 위치한 무선 센서

노드로 구분하고, 컨트롤러가 각 센서노드에게 데이

터 요청 명령을 내리면, 센서노드는 타이어 내부의 

압력과 온도 등 각종 센서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패

킷화하여 공중파를 통해 컨트롤러에 전송하여 준다.

그림 1. 차량에서의 TPMS 구성

Fig. 1. TPMS configuration in the vehicle 

TPMS 센서노드의 경우 분리된 디바이스로 자

가 배터리를 가지고 동작하므로 전력에 따라 수명

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터리 기반의 TPMS는 지능적인 저

전력 기술을 통해 소비 전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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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TPMS 센서노드의 소비 전

류는 모듈의 크기, 무게, 비용, 배터리 수명을 결정

한다. 그림 2는 배터리에 기반 한 TPMS 모듈의 다

른 프로세스에 의한 소비 전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7]. 

그림 2에서 보듯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

분은 Powerdown, Motion detection, CPU 

execution, RF transmission으로 저전력 기술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소비 전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림 2. 배터리 기반 TPMS 모듈의 다른 

프로세스에 의한 소비 전류의 비율

Fig. 2. Percentage of current consumed by 

different processes of a battery-based 

TPMS sensor modul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

면, 배터리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그림 3, 4와 같

이 하이브리드 RF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TPMS 컨트롤러의 구조는 125/135KHz의 RFID 

송신부와 315/433MHz의 RFID 수신부, 프로세서, 

전원과 디스플레이와 차량 내부 통신인 CAN과 연

결된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또한, TPMS 센서노

드의 구조로는 315/433MHz의 RFID 송신부와 

125/135MHz의 RFID 수신부, 프로세서, 각종 데이

터를 입력받는 센서와 모듈 자체 배터리로 구성된

다.

먼저 컨트롤러에서 센서노드로의 통신은 

125/135KHz의 수동RFID로 사용되며, 즉 컨트롤러

의 125/135KHz의 수동RFID 송신부에서 센서노드

의 125/135KHz의 수동RFID 수신부로 전송이 이루

어진다. Tag에 대한 전력 전달은 송신부와 수신부

의 커플링 안테나를 통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달성하며, 영구적으로 전력이 공급된다.

그리고 이 때 명령으로는 Wake신호를 전송하여

주로 절전모드에서 Wake Up시키는 용도로 쓰이며

그림 3. TPMS 컨트롤러 구조

Fig. 3. A structure of a TMPS controller node

그림 4. TPMS 센서노드 구조

Fig. 4. A structure of a TMPS sensor node

센서노드에게 ID를 요청하는 명령과 데이터 요청하

는 명령 또는 사용자 명령으로 이용된다.

다음 센서노드에서 컨트롤러로의 통신은 

315/433MHz의 능동RFID로 사용되며, 즉 센서노드

의 315/433MHz의 능동RFID 송신부에서 컨트롤러

의 315/433MHz의 능동RFID 수신부로 전송이 이

루어진다.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통신 링크는 

UHF 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전원

공급을 하여야하며, 복수의 응답이 전송될 경우 충

돌 회피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된다.

그리고 이 때 명령으로는 센서노드의 ID를 요청

하는 명령의 응답과 데이터를 요청한 명령에 대한 

응답 또는 사용자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용된다.

그리하여, 전체 통신 흐름을 살펴보면, 컨트롤러

에서 각 센서노드로 데이터 요청 명령을 자장이나 

전자장에 자체 충전하고 전파 방사하는 수동RFID를 

이용하므로 데이터 요청 방식을 무전원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센서노드의 배터리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타이어에 장착된 센서노드는 센싱 값을 

얻어 컨트롤러로 315/433MHz의 능동RFID를 이용

하여 전송하며, 컨트롤러는 센서노드로부터 센싱데

이터를 얻은 다음 CAN을 통해 디스플레이 해준다. 

현재 상용되는 TPMS 디바이스들은 타이어에 

설치되는 센서와 센서를 총괄 관리하는 제어부로 

구성되며,  자동차 생산 시에 TPMS가 설치된 것을 

BM(Before Market), 생산 후 TPMS가 설치되는 

것을 AM(After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 

BM장치의 차량에 설치된 구성은 TPMS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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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타이어 wheel안에 직접 설치되고, TPMS 제어

부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관리되고, TPMS 제어부에

서 기존 CAN과 연결된 장치 또는 Utility와 연결하

기 위해서는 TPMS 무선과 CAN 정합기능을 갖춘 

Gateway가 필요하다. 하지만, AM장치의 구성은 차

량의 CAN과 연결하기 어려우므로 Gateway 기능이 

생략될 수 있다.

Ⅲ. 인터워킹

다음의 TPMS에서 컨트롤러와 센서노드 간의 

전체적인 통신 절차는 그림 5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5. 컨트롤러와 센서노드간의 통신 절차

Fig. 5. Communication procedures between the 

controller and sensor Nodes

ID요청-응답메시지는 단 한번만 이루어지며, 그 

이후로의 DATA요청-응답메시지 통신은 매번 주기

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먼저 해당 컨트롤러가 각 센서노드의 ID정보를 

얻기 위하여 브로드캐스트를 통하여 ID 요청 메시

지를 각 센서노드에게 전송한다. 각 센서노드는 응

답메시지로 자신의 ID정보를 해당 컨트롤러에게 유

니캐스트로 직접 알려준다. 

컨트롤러가 각 센서노드의 ID정보를 모두 얻은 

다음, 컨트롤러는 DATA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각 

센서노드에게 유니캐스트로 직접 전송한다. 

각 센서노드들은 기본적으로 절전모드로 있다가 

DATA 요청메시지의 식별자가 자신의 ID으로 수신

되면 타이어의 센싱 된 정보를 수집하여 DATA 응

답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고 다시 절전모

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통신 절차는 컨트롤러와 센서노드에게  

ID와 데이터 수집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신 절

차를 만들어 불필요한 통신을 줄이고, 간단한 데이

터통신을 만들 수 있다.

1. 센서 노드

센서노드에 장착된 디바이스 동작 여부에 따라 

전력 소비가 매우 커지므로, 배터리의 수명이 매우 

달라진다. 더군다나, TPMS 센서모듈은 타이어에 

직접 장착되므로 배터리 교체도 매우 까다롭다. 그

러므로 센서모듈의 동작은 TPM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WHILE(TRUE) {

              SLEEP();              

              IF(ID_request==TRUE) {

                      ID_response(Send);

              }              

              IF(DATA_request==TRUE) {

                      DATA_response(Send);

              }

              IF(USER_command==TRUE) {

                      DATA_response(Send);

              }}

그림 6. 센서노드의 알고리즘 

Fig. 6. Sensor node algorithms

그림 6은 센서노드의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센서노드는 평상시 SLEEP상태로 지

속되면서, 컨트롤러로부터 ID 요청이나 DATA 요

청, 사용자명령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여 주고, 다시 절전모드로 변경된

다. 단,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는 컨트롤러에

서 자신의 고유 ID와 일치하는 Wake-up신호가 감

지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센서노드의 동

작을 구현할 경우, 꼭 필요한 전송만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며, 타이어 안에 삽입되는 센서노드

의 배터리 전력소모를 최소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

다.

2. 컨트롤러

TPMS의 컨트롤러는 차량 내 CAN통신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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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거나, 운전석에 별도의 장치로 장착되어 직

접 연결되므로, 전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

며 단, 초기화를 이룬 후 각 타이어의 장착된 센서

노드와의 통신을 위해 각 디바이스들의 ID를 요청

하는데 이 과정은 단 한번만 이뤄지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각 센서노드들로부터 응

답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실제 각 타이어의 해당 정

보들을 요청하는 명령을 전송하고 이 후에는 주기

적으로 또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전

송되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를 운전자에게 

해당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려준다.

IV. 통신프로토콜

수동RFID의 경우에 필요시 Wake up 기능으로 

타이어의 센서노드가 동작하지 않는 Idle시간동안 

전력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능동

RFID는 타이어에 감지된 데이터를 읽어 들여 사용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동RFID 명령은 능동RFID 명령과는 다른 명령 

구조를 가지는데, 이미 상용화된 대부분의 RFID 기

반의 디바이스들은 PHY/MAC 프로토콜에 대하여 

RFID의 규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제조업체

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TPMS에

서 컨트롤러와 센서노드의 인터네트워킹은 보다 통

일되고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8].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수동RFID와 능동RFID를 함께 이용한 

하이브리드 RF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동

RFID의 프레임 포맷과 능동RFID의 프레임 포맷을 

서로 통합할 수 있는 Encapsulation방식을 사용한

다.

여기서 제안하는 Encapsulation방식은 수동

RFID의 경우 국제 표준 규격인 ISO/IEC 

18000-2[9]의 Interrogator에서 Tag로의 전송 패

킷에 ISO/IEC 18000-7[10]의 Interrogator에서 

Tag로의 포맷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능동

RFID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 규격인 ISO/IEC 

18000-7의 Tag에서 Interrogator로의 전송 패킷에 

ISO/IEC 18000-2 규격의 Tag에서 Interrogator로

의 포맷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Encapsulation하면서 불필요한 패킷들이나 명령들

은 삭제하고 국제 표준 규격의 포맷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하고 유일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Encapsulation 방식과 관계되는 기본 함수에는 

디바이스 ID 취합과 Wake 기능, 센싱 된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것으로, 이 두 가지 함수는 Tag와 

Interrogator에 반드시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부분은 기본 명령과 컨트롤러 ID와 센서 ID, 세

션 ID과 Wake Up와 같은 패킷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신프로토콜은 

기존의 각 회사에서 적용한 프로토콜하고는 보다 

다른 프레임 패킷의 구성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적

인 전력 소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저전력 시스템 

구현으로 인해 타이어와 센서디바이스의 전체 수명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각기 다른 

회사에서 제조된 TPMS 센서모듈 마다 통신 프로

토콜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큰 범용성을 

가질 수 있다.

1. 125/135kHz 수동 RFID의 프레임 포맷

TPMS의 컨트롤러로부터 센서노드로 전송하는  

수동RFID의 프레임 포맷은 그림 7과 같으며, 

ISO/IEC 18000-2 규격에 명시된 명령 중 

Proprietary명령으로 재정의 하였다.

그림 7. 일반적인 요청 메시지 포맷

Fig. 7. General Request Message Format

 일반적인 전송 형식은 컨트롤러에서 센서노드

로부터 요청하는 명령 프레임으로, 브로드캐스트와 

유니캐스트 둘 다 사용된다.  

요청 메시지 프레임 구성으로는 SOF(Start of 

frame), Wake Up, Command, Packet Option, ID, 

CRC, EOF(end of frame)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필드는 최하위 비트(LSB)부터 먼저 송신하

며, SOF는 동기화하기 쉽도록 항상 프레임 시작 패

턴을 사용하여 시작을 요청한다. 또한 EOF는 프레

임 끝을 알리거나 슬롯 교체를 위해 프레임 종료 

패턴을 요청한다. CRC는 송수신한 데이터 패킷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SOF다음부터 CRC필드까지 요

청의 모든 비트에 대해 계산하며, 16비트 코드로 

부호화한다.

- Wake Up

정해진 코드의 플래그이며, 센서디바이스의 절

전모드에서 동작모드로 전환시키는 용도이다.



340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의 호환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고찰

- Command

사용자 기본명령으로 주로 ID 요청과 DATA 요

청 명령으로 사용된다. 

- Packet Option

브로드캐스트와 유니캐스트로 나누는 필드이다.

- ID

만약 Packet Option이 브로드캐스트로 설정된 

경우에는 ID가 컨트롤러이며, 유니캐스트로 설

정된 경우는 ID가 센서노드 ID가 된다.

2. 315/433MHz 능동 RFID의 프레임 포맷

TPMS의 센서노드에서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프

레임 능동RFID의 프레임 포맷은 그림 8, 9와 같으

며, ISO/IEC 18000-7 규격에 명시된 명령을 적용

하여, 패킷 옵션에 따라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응답 프레임 형식을 달리 

취한다. 

유니캐스트의 응답 메시지 프레임 포맷 구성은 

그림 8과 같이 Preamble, Tag Status, Controller 

ID, Sensor ID, DATA,  CRC, End signal 으로 이

루어진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데이터는 패킷 포맷으

로 전송되며, 하나의 패킷은 Preamble, 데이터 바

이트, 그리고 종료 부분인 END로 연속 논리적 

LOW 구간으로 구성된다. Preamble의 끝과 첫 번

째 데이터 바이트의 시작은 Preamble의 마지막 두 

펄스로 구분되며, 데이터 바이트는 맨체스터 코드로 

전송된다. 전송 순서는 최상위 비트(MSB)가 처음에 

놓이고, 바이트 내에서는 최하위 비트가 먼저 송신

된다. 또한 CRC필드는 16비트 코드로 부호화한다.

그림 8. 유니캐스트 응답 메시지 포맷

Fig. 8. Unicast Response Message Format

- Tag Status

오류나 경보 플래그, 전지의 충전 상태, 응답 포

맷(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Tag의 능력이나 

형식, 특별한 기능 등을 나타낸다.

- Controller ID

HOST로부터 송신된 컨트롤러 ID를 나타낸다.

- Sensor ID

수신된 센서디바이스, 곧 자신의 ID를 말하며, 

제작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유일한 Tag ID를 

나타낸다.

- DATA

이 필드는 선택 사항으로 센서디바이스에 관한 

각종 제작 정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브로드캐스트의 응답 메시지 프레임 포맷 구성

은 그림 9와 같이 Preamble, Tag Status, Sensor 

ID, Command, Parameter,  CRC, End signal 으

로 이루어진다.

응답 데이터 안에는 수동RFID의 ID(Ull)의 정보

가 함께 포함되며, 압력이나 온도, 가속도정보 등의 

센싱 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그림 9. 브로드캐스트 응답 메시지 포맷

Fig. 9. Broadcast Response Message Format

- Sensor ID

수신된 센서디바이스, 곧 자신의 ID를 말하며, 

제작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유일한 Tag ID를 

나타낸다.

- Command

이 필드는 수신된 명령어 코드를 포함하며, 요

청 메시지에 대한 형식을 나타낸다.

- Parameter

이 필드는 센서로부터 읽혀진 실제 센싱 값을 

나타내며, Command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V. 실험 및 시뮬레이션

1. 실험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를 바탕

으로 하여 실제 TPMS 센서 모듈에 적용하여 구현

한 실험 결과를 알아본다. 

그림 10. MPXY8300 KIT와 다이어그램

Fig. 10. MPXY8300 KIT an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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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Freescale에서 나온  MPXY8300의 

TPMS 센서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0은  MPXY8300의 제품과 TPMS 센서 

모듈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MPXY8300는 압력과 온도, 2축(XY) 가속도계 

센서, 8비트 MCU, RF송신기가 하나의 패키지에 통

합된 형태의 TPMS 모듈로써, 이번 실험에서는   

125KHz의 LF와 315MHz의 RF로 무선 통신을 이

루어 압력과 온도, 가속도계(X축-Z축)를 측정하여 

HOST PC상에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그림 11. HOST PC상에서 모니터링 결과 화면

Fig. 11. Monitoring Results on the HOST PC

그림 11은 실제로 제안된 TPMS시스템을 구현

하여 HOST PC상에서 측정값이 모니터링 된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구현된 TPMS시스템의 무선 통신은 

125/135KHz대역의 인터페이스로 저주파 맨체스터 

코드로 감지되며, 16비트의 프리앰블과 동기화를 

이룬 후 Wake up과 데이터 프레임이 이어진다.

2. 전력소모 시뮬레이션

다음은 TPMS 센서디바이스의 예상되는 전력소

비에 대해 알아본다. 예상되는 전력소비는 대기전

력, 측정전력, 전송전력으로 구성되며, TPMS 센서

디바이스의 데이터시트에 따라 각 파트별로 특정 

전력 값으로 가정하였다[11]. 

배터리 용량은 330mA이고, 자기 방전 율은 1%

로 가정하였다. RF 전송 간격은 5분, 10분, 20분으

로 나누었으며, 매번 RF 전송 동작은 100ms로 가

정하며, 125KHz의 신호의 반송파 검출 시간은 매 

32ms에서 200us로 추정된다. 

기본 모델에 적용하여 전력 사용에 대한 추정하

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 Standby charge over lifetime, mA-hr

  : Total lifetime in hours

  : General standby current in μA

  : LFR detector (if used) current in μA

위의 식 (1)은 대기 전력에 추정 계산식이다.

(2)

 : Total measurement charge over lifetime 

          in mA-sec

 : Measurement charge per pressure 

          measurement in μA-sec

 : Measurement charge per temperature 

          measurement in μA-sec

  : Measurement charge per voltage 

          measurement in μA-sec

 : Total number of pressure 

          measurements over lifetime

 : Total number of temperature 

          measurements over lifetime

  : Total number of voltage measurements 

          over lifetime

위의 식 (2)은 여러 측정값을 센싱하는데 필요한 

총 측정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그림 12와 같

이 추정할 수 있다. 단, 측정하는 센서 종류의 개수

에 따라 추정되는 전력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2. 예상되는 측정 전력

Fig. 12. Expected Measurement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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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Transmit charge over lifetime, tTOT, 

        in mA-hr

  : Transmit charge per frame of data 

        in μA-sec

  : Number of transmissions over lifetime

 : Frames transmitted during each datagram

위의 식 (3)은 전체 수명에서 전송하는 이벤트에 

걸리는 총 전력을 계산하는 식이며, 그림 13과 같

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3. 예상되는 전송 전력

Fig. 13. Expected Transmit Charge

(4)

    : Total charge over lifetime, tTOT,

          in mA-hr

  : Standby charge over lifetime in mA-hr

  : Measurement charge over lifetime 

          in mA-hr

   : Transmit charge over lifetime in mA-hr

 : Lifetime in years

 : Battery self-discharge rate in %/year

위의 식 (4)은 전체 수명에서 걸리는 모든 전력

소비를 구하는 식으로, 그림 1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TPMS 센서노드의 대기 전

력과 측정 전력, 전송 전력에 따라 센서디바이스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코인 배터리 하나로 매 5분간 측정을 가정할 

경우, 최소 6~9년 이상의 수명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보다 큰 배터리 용량으로 가정할 경우

에는 훨씬 긴 라이프 타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14. 예상되는 총 전력 소비

Fig. 14. Expected Total Power Consumption

VI. 결 론

TPMS는 주행 중의 타이어 손상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특히, TPMS의 센서

노드는 분리된 센서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

원 공급으로 인한 수명의 한계를 가지므로 결론적

으로 저전력 시스템의 구현과 통신프로토콜을 통해 

전력소비를 최소한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며, 적어도 

센서디바이스의 라이프 타임은 타이어의 수명보다

는 길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각기 회사마다 적용한 프로토콜

은 10년 이상의 긴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나, 상호

간의 통일성이 없어 호환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현재 서로 다른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하

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본 논문에서는 

직접 압력 측정 방식의 저전력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RF 시스템 구조와 인터워킹을 소

개하면서, 이미 표준화된 RFID의 국제 규격을 바탕

으로 프로토콜을 재 정의하여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TPMS 센서노

드의 라이프 타임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전원

으로 센서디바이스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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