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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고온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 특징의 독특한 결합한 통한                        

X-FAB 의 0.18 마이크론 플랫트폼의 고온 성능 개발 

 

XH018 HT extension 프로그램은 한층 성능이 강화된 수십개의 primitive 디바이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계기를 마련  

 

Erfurt, Germany – Mar. 20, 2012 – 고온의 필수조건을 요구하는 응용분야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에 부합하기위해 

X-FAB Silicon Foundries 는 기존의 XH018 테크놀러지 계열로 고온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모듈인 XH018 HT 를 

오늘 공개했다. 산업계에서 첫번째이자 유일하게 고온, 고전압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기능을 가진 0.18 마이크론 

플랫트폼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X-FAB 은 또한 한층 강화된 온-스테이트 레지스턴스 (Ron) 성능과 

대칭형의 고전압 트랜지스터및 새로운 정전기 방전 (ESD) 보호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고전압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13 개의 새로운 primitive 디바이스를 이번의 새로운 extension 프로그램에서 추가하였다.   

 

고온 extension 프로그램과 또한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디바이스는 컴버스천 기관 (내연 

기관) 이나 전기 엔진 틀안쪽에서의 컨트롤 디바이스와 같은 그러한 전장 응용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아주 

이상적이다. 또한, 45V 까지의 동작전압을 가진 전장 응용분야에서도 적합하다. 더불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정 특징과의 유연한 결합으로 산업용, 의료용 그리고 컨슈머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전압을 필요로 하는 모터 

컨트롤과 전력 관리 (Power Management)나 전력 변환 (Power Conversion)의 응용분야에서도 독특하게 기술 

제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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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018 고온 공정 모듈은 175°C 까지 집적회로의 동작온도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며 부수적인 마스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하다. 추가된 primitive 디바이스에는 10V 및 20V 트랜지스터와 

디자인과 제품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칭형의 고전압 트랜지스터가 포함되어 있다. 전하 펌프 (charge 

pump)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정전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정전기 방전 (ESD) 보호 디바이스로도 

사용될 수 있는 18V 쇼트키 다이오우드는 새로운 고전압 트랜지스터를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X-FAB 의 CTO 옌스 코쉬는 오늘 업계로 발표된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고온 동작 

조건은 디바이스의 성능이 고온에서도 신뢰성있게 동작하게끔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험난한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XH018 HT extension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고객들이 새로운 응용분야에서의 새로운 제품을 심지어 

그러한 극한 조건하에서도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한 새로운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한 공정상에서의 확고한 구성과 광범위한 특성분석및 모델링은 확대된 lifetime 및 더 적은 디바이스 

성능 저하로 고객들의 칩및 제품들이 문제없이 정확히 기능을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응용분야가 비휘발성 메모리기능의 신뢰성있는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휘발성 메모리 IP 

블럭이 어떻게 확장된 동작 조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숄루션을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온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임베디드 플래쉬 메모리, 비휘발성 RAM 그리고 TrimOTP 블럭들은 우리 고객들의 

제품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광범위한 디자인관련 기술지원 

X-FAB 은 이번 XH018 HT module 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전폭적인 디자인관련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공정 디자인 키트 (PDK)은 X-FAB 의 온라인 기술 데이타베이스인 X-TIC 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가능하다. GSA 모델링 표준에 근거한 모델 관련 데이타베이스 또한 사용가능한 상태이다. 전반적인 

PDK 지원은 Cadence 6.1 에서 사용가능한 primitive 디바이스 라이브러리및 주요 SPICE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 

정확한 디바이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ESD 보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마진이 거의 없이 설계된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로의 불량 즉, short circuits 을 방지하는 것을 돕기위해 latch-up 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되고 

있다. X-FAB 은 또한 X-TIC 을 통해서 Safe Operating Area (SOA) specifications 및  디바이스 degradation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process reliability specification (PRS)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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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시기 

XH018 HT extension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tape-in 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디자인을 시작해서 양산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출하면 된다. 임베디드 플래쉬 IP 블럭, TrimOTP 및 비휘발성 RAM 컴파일러 그리고 175°C 까지 

고온 기능의 유일한, 독특한 결합은 다음 분기에 활용가능하게 된다. 고객들은 X-FAB 의 준비된, 사용가능한 

블럭들 또는 고객 소유의 메모리 디자인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 X-FAB 의 lifetime 계산도구 또한 이번의 새로운 

extension 의 활용을 위해 다음 분기에 제공이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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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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