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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AB, MFI의 대주주 확보 

 

MFI는 X-FAB MEMS Foundry Itzehoe로 개명  
 

2012년 11월 1일, 독일, 에르푸르트 – X-FAB 실리콘 파운드리는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MEMS Foundry Itzehoe GmbH (MFI)에 대한 지분을 25.5%에서 51%까지 늘리면서 

대주주가 되었으며 회사명도 MFI에서 X-FAB MEMS Foundry Itzehoe로 바꾸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X-FAB 이 MEMS 제조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Itzehoe 현장에는 최근 Erfurt에 있는 X-FAB MEMS 파운드리에서 발표한 

바 있는 MEMS 설비와 자원을 보강했으며, 동시에 마이크로 센서, 작동자, 미소광학구조 및 

밀폐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정에 대한 기술도 보완했다. 

 

X-FAB MEMS Foundry Itzehoe 는 Fraunhofer ISIT MEMS 와 오래도록 쌓아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및 다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었거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IP를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X-FAB 그룹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Thomas Hartung 은 “우리 고객들은 기존의 MEMS 

기술을 더 폭넓게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CMOS 와 호환가능한 MEMS 공정을 위한 X-

FAB 의 제조 설비를 직접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X-FAB MEMS Foundry 

Itzehoe는 X-FAB의 MEMS 전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 3대 ‘순수 

MEMS 파운드리 공급 업체’가 되고자하는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X-FAB MEMS Foundry Itzehoe의 관리 이사인 Dr. Peter Merz는 “기존 Itzehoe의 MEMS 

파운드리에서 축적된 다용도의 MEMS 특화 기술과 Fraunhofer ISIT 에서 쌓은 개발 

전문지식의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X-FAB 은 매우 뛰어난 기술 제공 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공 및 광학 웨이퍼-레벨 패키징 또는 이미 검증된 X-FAB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보증하는 TSV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MEMS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언급했다. 위와 같은 합병을 통하여 X-FAB 고객들은 관성 센서, 

극소 거울, 그리고 압전 변환기와 같은 극소 기계 장치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사이클을 하나로 

묶고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용어 설명 > 

 
BiCMOS Bipolar junction transistor and CMOS transistor 

integration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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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TSV Through silicon via 

 

### 

 

X-FAB 소개 

X-FAB은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혼합 신호 IC)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선도적인 

아날로그/혼합 신호 파운드리 그룹입니다. X-FAB은 독일의 에르푸르트, 드레스덴, 그리고 

이쩨회, 미국의 텍사스 러벅,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쿠칭에서 웨이퍼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약 2,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는 MEMS공정뿐만아니라 

선진 모듈러 CMOS 및 BiCMOS 공정을 기반으로 1.0~0.13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기술로 

제조되며 주로 자동차, 통신, 소비 및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xfab.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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