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R E S S   R E L E A S E 

  
엑스팹의 자체적인 금처리공정을 위한 돋보이는 금속 MEMS 설비 완성; 

10 억번째의 MEMS 소자 제공 
 

 

독일, 에르푸르트 – 2012 년 6 월 13 일 – 지난 주 미국에서 열린 센서 엑스포 쇼및 

컨퍼런스에서 엑스팹 실리콘 파운더리는 두가지 주요한 MEMS 이정표가 될 만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중의 하나는 MEMS 와 후공정 CMOS 프로세싱을 위한 전용 특수 금속 

설비이고 다른 하나는 10 억번째의 MEMS 소자의 제공이다. 
 

MEMS 프로세싱을 위한 특정적 목적으로 건설된 새로운 설비는 독일 본사 

에르푸르트에서의 MEMS 수용능력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처음으로 금의 증착이나 

패턴닝능력을 추가하게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시설확충뿐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발판으로 대략 년간 100,000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고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는 

컨슈머, 모바일및 컴퓨터시장을 겨냥한 MEMS 소자를 생산할 것이다. 2011 년말에 특수한 

금속설비구축을 시작해서 계획대로 이달말에 완성했다. 모든 장비세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량생산을 위한 품질검증단계에 있다. 
 

엑스팹의 MEMS 파운더리 서비스부분의 마케팅 비즈니스라인 메니저인 인 레더포드는 

다음과 같이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새로운 특수 금속설비에 대한 오늘의 

발표로 MEMS 제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및 개입을 좀 더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8 인치 MEMS 수용능력의 조기 채택과 더불어 웨이퍼 제조 공정으로의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1995 년이후로, 우리는 CMOS 집적 MEMS 센서 그리고 컨슈머, 자동차및 

의료응용분야에 사용되는 웨이퍼상의 패키지소자뿐만아니라 자이로스코우프, 가속도계, 

압력센서, 열전퇴및 마이크로 유체소자를 포함한  10 억개의 MEMS 소자를 제조및 

제공하였다. 이번의 새로운  MEMS 설비의 추가로 MEMS, 센서및 아날로그/혼성신호 

기술의 파운더리 서비스를 좀 더 만족스럽게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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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AB 은.. 
X-FAB 은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 (혼성 신호 집적회로)에 대한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선두자적인 아날로고/혼성신호 파운드리 그룹이다. X-FAB 은 독일의 에르푸르트, 드레스덴,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러벅,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쿠칭 사라왁에 위치해 있는 웨이퍼 생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대략 2,400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이퍼들은 주로 전장용, 
통신용, 컨슈머용및 산업용분야에서의 응용을 위해 1.0μm 부터 0.13μm 까지의 테크놀러지를 이용해서 
선행 모듈러식의 CMOS 및 BiCMOS 공정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있다. 더 많은, 자세한 정보는 
www.xfab.com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X-FAB Press Contacts 	
 
Thomas Hartung 
VP Marketing 
X-FAB Semiconductor Foundries AG 
+49-361-427-6160 
thomas.hartung@xfab.com 

  

www.xfab.com 

ThinkBold Corporate Communications 
Dagmar Berendes	
+1-408-379-2344  
dagmar@thinkbold.com 

 
 
 
Sarah Miller 
+1-231-264-8636 
sarah@thinkbo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