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 센서 엑스포 2013서 최신 TMR자기센서 선보여 

 

__ 혁신적인 TMR기술이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전례없는는 고성능, 저전력자기센서를 현실화시키다. 

 

일리노이주 로즈몬트, 중국 장자강, 2013년 6월 4일 /PRNewswire/ -- 2013 센서 엑스포에서 터널링 자기저항

(TMR)기술 전문이며 유력 자기센서 공급업체인 MultiDimension Technology Co., Ltd. (MDT)는 자사의 TMR 

자기센서 제품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다. 1 마이크로 암페어 초저전력 TMR 자기 스위치, 최근 새로 개발한 초저

소음 TMR 선형 자기장 센서도 그 중에 포함된다. MDT의 TMR 자기 센서는 산업용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

인 되었으며, 유량계, 근접스위치, 위치 및 속도센서, 자기장센서, 전류센서 등이 포함된다.  

 

http://www.multivu.com/mnr/53433-mdt-exhibits-advanced-tmr-magnetic-sensors-at-sensors-expo-2013에 방

문하면 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20110/LA30781LOGO) 

 

MDT는 최초의 TMR자기센서의 대량 공급회사다. 강력한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와 최신 제조설비를 갖춘 MDT

의 TMR자기센서는 홀효과, 비등방성 자기저항(AMR), 거대자기저항(GMR) 등 기존 자기센서기술의 주요이점

을 현실화시킨다. 그러면서도 초저전력 사용, 고감도, 광역 감지범위, 이전 자기센서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뛰어난 내열성 등 독보적인 성능적 우수성을 두루 보여준다. 계속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제품 라인업으로 

MDT는 상용센서시장에 TMR기술의 모든 장점을 제공한다. 

 

MultiDimension Technology의 회장겸 CEO 쉐송생 박사는 “MDT의 TMR자기 센서는 시장에서 동종최초 이며 

엄격한 성능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배터리용 고급제품에 최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고

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 서비스, 표준 또는 고객 패키지 TMR 센서, 고객

센서모듈,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폭넓은 고객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TMR기술은 가장 최신세대 자기센서기술이다. 상업용 자기센서제품을 선보이기 이전 TMR기술은 지난 10년

간 자기디스크드라이브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고성능, 고효율을 갖춘 신뢰할 만한 기술임을 입증해왔다. 

 

MDT의 TMR센서 포트폴리오의 주요 특징: 

 

 TMR 스위치센서: 고속작동 시 1 마이크로 암페어인 초저전력 

 TMR 선형센서, 고성능센서를 위한 필요조건:  감도>20mV/V/Oe; 초저소음 스펙트럼 밀도, 1nT/rtHz 

@1Hz, <100pT/rtHz @1kHz; 광역 감지범위>50 Oe/; 저 자기이력; 

 TMR 톱니센서: 저 피치검출<0.5mm 

 TMR 각도센서: 360 도 측정;100퍼센트 공급전압에서 고진폭 신호출력  

 

MDT 서비스의 주요 특징: 

 

 웨이퍼, 웨이퍼 칩, 표준 또는 고객 패키지 TMR 센서 제공 

 고객 AMR/GMR/TMR 센서 디자인 서비스 

 고객센서모듈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MDT 

MultiDimension Technology는 2010년 중국 장수성 장자강에서 설립됐으며, 상하이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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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지사를 두고 있다. MDT는 독보적인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으며, 또한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

케이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저비용 TRM 자기센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제조역량을 구축

해 왔다. MDT는 자기 센서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베테랑으로 구성된 핵심 경

영팀의 주도로 고객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http://www.multidimensiontech.com에 방문하면 MDT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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