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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개발 툴, 아이폰 및 애플 워치용 

새로운 초광대역 애플리케이션 지원 
 

2021년 6월 9일 – NXP반도체는 애플의 U1칩이 장착된 제품과 호환되는 자사의 NXP Trimension™ 포

트폴리오가 초광대역(UWB) 개발 툴 베타 버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자들은 새롭게 제공되는 

개발 툴 베타버젼을 활용해 아이폰, 애플 워치* 등의 UWB 지원 애플 제품과 연동되는 혁신적 애플리

케이션 설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방향 감지 기능으로 고객에게 향상된 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UWB는 공간 인식 기능을 제공해 디바이스와 연동된 다른 기기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개발

자들은 애플의 니어바이 인터랙션(Nearby Interaction) 프로토콜과 API로 UWB의 공간 인식 기능을 활

용하여 U1칩이 장착된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액세서리와 통신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NXP 개발 툴은 모든 칩 펌웨어에서 UWB를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UWB IoT 솔루션의 전용 포트

폴리오인 NXP Trimension SR150과 SR040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PHY/MAC 작업은 FiRa 컨소시엄 사

양에 따라 UWB IC 내에서 처리되므로 개발자가 솔루션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해준다. 

 

NXP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애플의 니어바이 인터랙션 프로토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무라타(Murata)의 UWB 개발 키트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가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하거나 여러 UWB 앵커로 설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NXP는 MobileKnowledge와 함께 UWB 

개발 키트와 아두이노 커넥터를 함께 제공하여 코인셀 배터리로 구동되는 추적기와 태그와 같은 IoT 

디바이스에 UWB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XP는 짧은 시일 내에 더 많은 도구들을 출시할 예정

이다. 

 

라파엘 소토마요르(Rafael Sotomayor), NXP 반도체 커넥티비티 및 보안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총괄은 "

이제 개발자들은 Trimension 개발 툴을 사용해 애플의 니어파이 인터랙션 프로토콜과 API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NXP의 다양한 개발 툴은 차세대 UWB 개발을 촉진한 준비가 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측하고 자동화하는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

라고 말했다. 

 

NXP의 UWB 생태계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선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인 NXP는 예측하고 자동화하는 

연결된 세계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XP는 시장에서 입증된 

임베디드 보안 요소(eSE) 및 근거리 무선 통신(NFC) 통합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secure-uwb-development-kits-that-interoperate-with-apple-u1:UWB_DEV_KITS?tid=vanUWB-Apple-U1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trimension-sr150-secure-uwb-solution-for-iot-devices:SR150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trimension-sr040-secure-uwb-solution-for-iot-tags:SR040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secure-uwb-development-kits-that-interoperate-with-apple-u1:UWB_DEV_KITS?tid=vanUWB-Apple-U1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secure-uwb-development-kits-that-interoperate-with-apple-u1:UWB_DEV_KITS?tid=vanUWB-Apple-U1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uwb-development-kit-murata-type2bp-evk:UWB-DEV-TYPE2BP-EVK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uwb-development-kit-with-arduino-connector-mobileknowledge-mobile-edition:UWB_DEV_KIT_MOBILE
https://www.nxp.com/products/wireless/secure-ultra-wideband-uwb/uwb-development-kit-with-arduino-connector-mobileknowledge-mobile-edition:UWB_DEV_KIT_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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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보안 통합 기능을 갖춘 시스템 레벨의 UWB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했다. Trimension 출시로 NX

P의 종합적인 커넥티비티 제품군이 NFC, Wi-Fi, 5G, 블루투스까지 확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xp.com/UWB-Apple-U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U1 탑재 아이폰 모델에는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프로 맥스,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이 있다. 애플 워치 시리즈 6에는 U1칩이 탑재되어 있다 

 

예정된 일정: 

⚫ 웨비나: ‘UWB 전화와 연동되는 UWB 지원 IoT 디바이스 구축 방법’ 

지금 등록하세요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

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

도 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및 IoT, 모바일, 통신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

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

20년 매출은 미화 86억 1천만 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NXP 반

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xp.com/UWB-Apple-U1
https://www.nxp.com/pages/how-to-build-uwb-enabled-iot-devices-to-interact-with-uwb-phones:TIP-TD-CON315
http://www.nxp.com/
http://blog.naver.com/nx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