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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FAB 은 컨슈머를 근간으로 하는 파워컨버전과 컨트롤 응용분야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0.35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에서   업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마스크를 이용한 

700V CMOS 공정을 제공하게 된다. 
 

 
XU035 는 초고전압 설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의 파운더리 공정을 제공한다. 

 
 

Erfurt, Germany – May 24, 2012 – 에너지보존을 향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X-FAB 실리콘 
파운더리는 오늘 XU035 – AC LED lighting, 무부하 전력 소모를 가지는 충전기, 그리고 다른 
전력변환과 컨트롤 응용과 같은 초고전압 컨슈머 응용분야로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CMOS 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 - 를 공개했다. 새로이 소개되는 XU035 공정은 낮은 값의 Ron (on-state 에서의 출력저항)을 
가지는 700V 파워 소자를 제공하고 파운더리 업계에서 가장 작은 마스크수를 제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컨슈머 응용분야를 위한 가장 저비용의 솔류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X-FAB 은 
2012 년 5 월 30 일과 31 일에 이번의 새로운 공정인 XU035 를 소개하기위해 “700V Design Challenges 
& Solutions for AC LED Lighting and AC/DC Power Supply Applications”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료로 
진행되는 webinar 를 개최하게 된다.  
 
비용면에서 경쟁력있는 공정 구성과 X-FAB 의 포괄적인 디자인지원의 결합은 X-FAB 의 고객들이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 설계로 빠르게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끔 한다. 이번의 
XU035 공정은 single poly 및 single 5V gate oxide 구조, 8 인치 bulk 웨이퍼 재료, routing 및  power 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인 3 번째 metal 및 MIM capacitor 와 같은 다각도로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epletion 트랜지스터와 고저항의 폴리 모듈들도 제공하고 있다. 
선택되어지는 공정 모듈의 결합에 따라서 전체 마스크가 13 에서 18 정도로 파운더리 업계에선 가장 
수가 작다. 
 
15Ω.mm2 정도로 낮은 RDSon 을 가지는 700V N&PMOS 소자및 DMOS 와 depletion 트랜지스터 
그리고 high-side 기능을 제공하는 20V 및 40V 소자들외에도 XU035 공정 사용자들은 아주 특별한 
응용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넓은 범위의 아날로그 수동소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 Ultra High Voltage (UHV) resistors, MOS and MIM capacitors. XU035 는 모든 주요 디자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PDK 를 포함한 광범위한 X-FAB 디자인 지원과 정확한 Spectre 및 Hspice 모델들, 
디지털 라이브러리및 2KV ESD 지원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량생산으로 시장에서의 응용을 위한 XU035 에 대한 의견을 X-FAB 기술 마케팅 매니저인 폴카 
허빅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부 규정및 규제와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보존내지는 유지가 전세계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새로운 공정 XU035 는 우리의 고객들이 LED lighting 과 극저 대기전력 (standby 
power)을 요하는 phone charger 와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응용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디자인및 칩을 
완성하게끔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XU035 는 가격과 신제품개발기간 (Time to Market)이 주요한 
고려사항인 그리고 거대하고 방대한 대량의 컨슈머시장을 목표로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정을 
제공한다. 
 
이용가는시기 
XU035 공정은 2012 년 6 월에 proto-type 의 tape-in 및 risk production 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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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