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 2013년 일본 센서 엑스포에서 TMR 자기 센서 선보여 

-- 선진 TMR 기술, 산업용 센서에 적용되는 고성능ㆍ저전력 자기 센서 실현시켜                                 

도쿄, 중국 장자강, 2013년 9월 24일 /PRNewswire/ -- 2013년 일본 센서 엑스포(Sensor Expo Japan 

2013)에서 MDT(MultiDimension Technology Co., Ltd)는 초저전력 TMR 자기 스위치와 TMR 선형 센서, 

TMR 각도 센서, TMR 톱니 센서, 최근 발표된 TMR 자기 패턴 인식 센서 제품군 등의 선진 TMR(터널링 

자기 저항) 자기센서들을 선보일 것이다. MDT의 TMR 자기 센서들은 수급계기, 자기장 센서, 위치 및 속도 

센서, 금융 위조 탐지기 등 다양한 산업용 센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MDT는 TMR 자기 센서 업계의 선도 공급사이다. 풍부한 IP 포트폴리오와 선진 제조설비 덕분에 MDT의 

TMR 기술은 홀효과와 AMR(비등방성 자기 저항), GMR(거대 자기저항) 등의 현 기술의 주요 장점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초저전력 소모, 고감도, 적은 이력현상, 저소음, 큰 동적범위, 높은 내열성 등의 

독특하고 특별한 성능적 장점을 보였다. 

MDT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쉐송생(薛松生) 박사는 "MDT는 고성능, 저전력, 높아진 비용 효율성과 

같은 TMR 기술의 장점을 상업적 센서 시장에 전하기 위해 전념한다"고 말하며 "일본 센서 엑스포에 

출품함으로써, 파트너들과 고객들이 우리 TMR 센서의 새로운 응용법을 같이 개발하고, TMR 기술의 모든 

장점을 일본 자기 센서 시장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3 일본 센서 엑스포 S-26 

부스에서 MDT는 TMR 센서 제품을 전시할 것이다. 

MDT사 TMR 센서의 특징: 

 TMR 스위치 센서: 1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초저전력에서도 고속 작동, 전자식 유량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 

 TMR 선형 센서: 고감도, 저소음, 큰 동적범위, 적은 이력현상을 보이는 고성능 센서로, 자기장 

센서나 전류 센서용; 

 TMR 톱니 센서: 작은 피치 감지 가능, 회전형ㆍ선형 위치 및 속도 센서; 

 TMR 각도 센서: 고진폭 신호 출력을 내는 360도 비접촉 측정 센서로 각 위치 센서와 로터리 

인코더용; 

 TMR 자기 패턴 인식 센서: 금융 위조 방지 기계용 자기 영상 복구기능을 가진 고감도 1/6/18 채널 

자기 은행권 판독기 구성품; 

MDT 서비스의 특장점: 

 규격품이나 주문제작품의 웨이퍼나 베어다이스(bare dice)에 있는 TMR센서 

 맞춤식TMR/GMR/AMR 센서 디자인 서비스 

 TMR/GMR/AMR 박막 증착 주조 서비스 

 맞춤식 센서 모듈 디자인과 응용 솔루션 

MDT에 대해 

MultiDimension Technology는 2010년 중국 장수성 장자강에서 설립됐으며, 상하이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지사를 두고 있다. MDT는 독보적인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으며, 또한 가장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저비용 TRM 자기센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제조역량을 구축해 왔다. MDT는 자기 센서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베테랑으로 구성된 핵심 경영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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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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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