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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네트워크 파워, 혁신적인 통합 ATCA 전력 공급 모듈 및 
DC-DC 버스 컨버터 계열 갱신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 [2012 년 2 월 27 일] – 에머슨(NYSE:EMR)의 
사업부이자 Business-Critical Continuity™ 구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Emerson Network Power)는 오늘, 혁신적인 통합 250 W 
ATCA® 전력 공급 모듈 및 dc-dc 버스 컨버터의 최신 버전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ATCR250-48D12-03J 는 12 V 기본 중간 버스 출력과 보조 3.3 V 관리 버스 출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 중 하나로, ATCA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ATCA 또는 기타 텔레콤 보드에서의  이중 중복, EMI filtering 된 
핫스왑 -48Vdc 배전 구현 작업이 간소화된다. 
 

뛰어난 신뢰성과 혁신적인 기능뿐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패키지의 소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모듈을 사용하면 기존 설계에 비해 텔레콤 보드 차지 면적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전력 인터페이스 기능에는 ORing, 필터링, 돌입 전류 제어 등이 포함되며 전력 관리 
기능에는 I2C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현재 ATCR250-48D12-03J 이중 입력 완전 조절식 버스 컨버터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개당 151 달러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한다. 
 

ATCR250-48D12-03J 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 

 

Emerson Network Power 에서 제공하는 전력 공급 장치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Emerson.com/EmbeddedPower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 소개 

에머슨(NYSE: EMR)사의 한 사업부분으로, 전기통신망, 데이터센터, 건강관리와 산업용 
설비를 위한 그리드에서 칩에 이르기까지 Business-Critical Continuity™를 구현하는 
세계적 선두 기업이다.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는 AC 및 DC 전력 및 정밀 냉각 시스템, 
임베디드 컴퓨팅 및 전력, 통합 랙 및 엔클로저, 전원 스위칭 및 제어, 인프라 관리 및 연결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과 전문 기술력을 제공한다. 모든 솔루션 지원은 현지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 서비스 기술자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제공된다. OEM 제조업체 및 
시스템 통합업체를 위한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의 임베디드 전력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 www.Emerson.com/EmbeddedPower 를 방문한다. Emerson Network 
Power 의 제품 및 서비스는 웹사이트 www.EmersonNetworkPower.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머슨 소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에머슨(뉴욕증권거래소: EMR)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네트워크 전력, 프로세스 관리, 산업 자동화, 
기후변화기술, 툴 및 스토리지 사업을 통해 산업 시장, 상업 및 소비자 시장에서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merson 은 2011 회계연도 기준 240 억 2000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www.Emerso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erson Network Power 및 Emerson Network Power 로고는 Emerson Electric Co.의 상표 및 서비스 마크입니다. 다른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2012 Emerson Electric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