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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인덕터에서는, 자성 성형체에 내장된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final winding)의 적어도 2/3 부
분이 자성 성형체의 양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다. 또한, 내부도
체 코일의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으로부터의 노출 부분과 외부전극이 접속하고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덕터, 자성 성형체, 외부전극, 내부도체 코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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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른 인덕터의 단면도이다.

도 2는 이 실시형태에 따른 인덕터의 측면도이다.

도 3a 및 도 3b는 각각 이 실시형태에 따른 실장된 인덕터의 도식적인 평면도 및 측면도이다.

도 4는 내부도체 코일의 돌출량(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비)과, 외부전극과 내부도체 코일과의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는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의 면적(내부도체 코일의 권선 당 노출 부분의 길이비)과, 외부전극과 내부도체 코일
과의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은 내부도체 코일의 오프셋(offset) 량(내부도체 코일의 내부 직경비)과, 외부전극에서의 온도 상승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의 제조방법에 사용하는 금형(mold)의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의 제조방법의 공정 중에서, 내부도체 코일이 위치된 금형의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의 제조방법의 제 1 주입 단계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의 제조방법의 제 1 주입 단계를 실시한 후에, 코일 지지부재가 제거된 금형의 단면도이
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의 제조방법의 제 2 주입 단계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2는 종래 인덕터의 단면도이다.

도 13은 종래 인덕터의 측면도이다.

도 14는 실장된 종래 인덕터의 정면도이다.

도 15는 실장된 종래 인덕터의 측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 자성 재료 2 ... 내부도체 코일

2a, 2b ...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

3 ... 자성 성형체

3a, 3b ... 자성 성형체의 단면

4a, 4b ... 외부전극 10 ... 인덕터

12 ... 솔더 필릿

21a, 21b ... 환형상의 오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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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상부 금형 22a, 22b ... 게이트

23 ... 하부 금형 24 ... 금형

25 ... 코일 지지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덕터 및 이 인덕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계 재료로 이루어진 
자성 재료를 성형함으로써 만들어진 자성 성형체(molded magnetic body)에 내장된 내부도체 코일에 접속되어 있는 
한 쌍의 외부전극이 형성되어 있게 자성 성형체를 구성하는 인덕터 및 이 인덕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덕턴스 소자로서의 기능이 있는 코일(내부도체 코일) (52)이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계 
재료로 이루어진 자성 재료(51)를 성형함으로써 형성된 자성 성형체(53)에 내장되는 표면 실장형 인덕터(60)가 제안
되고 있다. 자성 성형체(53)의 단부들에는 코일(52)의 각 단부(52a, 52b)에 접속되어 있는 한 쌍의 외부전극(54a, 
54b)이 형성되어 있다.

    
이 인덕터(60)는, 예를 들어, 절연 피막 동선(insulative covered copper wire)을 촘촘하게 감고, 이를 소정의 길이
로 절단함으로써 형성된 코일(공심 코일(air-core coil))을 금형(mold) 내에 위치시키고,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를 
혼련함으로써 만들어진 자성 성형 합성물을 금형 내에 주입하여 코일의 주위(코일의 내측 및 외측)를 충전하며, 그 다
음에 이 금형을 제거함으로써, 자성 성형체(53)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이 자성 성형체(53)에서 코일의 노출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단부들에는 금속막으로 구성된 외부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이 외부전극을 도전성 페이스트의 도
포(coating), 베이킹(baking), 증착 또는 스퍼터링(sputtering) 등의 방법에 의해 형성하여, 이 외부전극을 코일의 노
출 부분에 접속시킨다.
    

이 인덕터(60)는 단지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를 혼련함으로써 만들어진 자성 재료(51)를 성형하여 자성 성형체(53)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금속막으로 구성된 외부전극(54a, 54b)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자성 
세라믹을 포함하고 있는 세라믹 인덕터의 제조에 필요했던 고온에서의 소성 공정과 전극의 베이킹 공정이 불필요하게 
되고, 이에 의해 제조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인덕터(60)에서, 외부전극(54a, 54b)은 코일(52)의 최종 권선(final winding) 부분이 되는 노출 부분(52a, 52b)
에 각각 접속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코일(52)의 노출 부분(52a 또는 52b)의 형상 및 위치(예를 들어, 노출 부분(52a 
또는 52b)의 수직 방향으로의 위치)는 자성 재료(51)의 주입 동안에 코일(52)의 변형 등에 의해서 각 인덕터에 따라
서 다를 수 있다.

    
종래 인덕터의 제조방법에서, 자성 성형체(53)의 길이보다 긴 코일(52)을 사용하는 경우에 금형을 누름으로써 코일(
52)이 변형되므로, 코일(52)의 길이는 자성 성형체(53)의 길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 1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자성 성형체(53)의 단부에서의 코일(52)의 노출 부분(52a, 52b)은 코일(52)의 최종 권선에 부분적
으로 형성되며, 이 노출 부분(52a 또는 52b)을 자성 성형체(53)의 단부로부터 대폭 돌출하게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노출 부분(52a 또는 52b)의 면적은 작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코일(52)과 외부전극(54a, 54b)간의 접속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전류(overcurrent)의 인가시에 불안정하
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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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경우에서, 인덕터(60)의 외부전극(54a, 54b)은 땜납이 용이하도록 복수개의 층으로 형성되고, 최외층으로서는 
솔더(solder)가 용이하게 부착하는 솔더, 주석, 은 등의 금속막이 사용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덕터(60)가 
인쇄 회로기판(61) 등의 실장체 상에 리플로우-솔더링(reflow-soldering) 등의 방법에 의해 실장될 때에, 외부전극
(54a, 54b)에 솔더가 용이하게 부착하기 때문에, 인덕터(60)의 높이 H의 1/3 이상의 높이 Hs까지 솔더 필릿(solder 
fillet; 62)이 위치되어 있다. 인덕터(60)는 솔더 필릿(62)이 외부전극(54a, 54b)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태로 실장
되어 있다.
    

종래 인덕터의 제조방법에서는, 코일이 금형 내의 소정의 위치에 언제나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성 성형 
합성물이 금형 내에 주입된다. 그러므로, 자성 성형 합성물의 주입 공정에서 자성 성형 합성물에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코일이 움직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일(52)의 위치가 변위되는 인덕터(60)가 인쇄 회로기판(61) 상에 실장되는 
경우에, 코일(52)의 노출 부분(52a, 52b)이 과도하게 높게 위치되기 때문에, 솔더 필릿(62)이 인덕터(60)의 높이 H
의 1/3 이상의 높이 Hs까지 위치될 때에도, 솔더 필릿(62)은 외부전극(54a, 54b)의 사이에 형성된 코일(52)의 노출 
부분(52a, 52b)의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코일(52)의 노출 부분(52a 또는 52b)의 하단부와 솔더 필릿(62)의 상
단부와의 사이에 갭(G)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갭(G)이 생성된 부분에는, 인덕터(60)에 인가된 전류가 
외부전극(54a, 54b)만을 통해서 흐른다. 그러므로, 외부전극(54a, 54b)이 솔더막 등의 금속 박막으로 형성되는 경우
에, 이 갭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의 불충분한 전류 용량에 의해, 장기적인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전류의 인가시에 불안정
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전극(54a, 54b)을 형성하는 금속막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다. 그러나, 금
속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제조가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전류 용량에 필요한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금속판을 자성 성형체(53)의 단부에 접합시킴으로써, 외부전극(54a, 54b)
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제조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도체 코일과 외부전극과의 접속 신뢰성과 실장 후의 장기적인 신뢰성, 과전류의 인가시
에 안정성이 우수한 인덕터 및 인덕터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본 빌명의 인덕터는,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계 재료로 이루
어진 자성 재료를 성형함으로써 형성되는 자성 성형체; 상기 자성 성형체의 내부에서, 양 단부가 상기 자성 성형체의 양 
단부로부터 각각 돌출하도록 내장되어 있는 내부도체 코일; 및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양 단부와 접속하도록, 상기 자성 
성형체의 양 단부에 각각 형성되어 있는 한 쌍의 외부전극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인덕터에서,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
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은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
출하고 있다. 또한,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는, 내
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에, 외부전극이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자성 분말 재료와 함께 사용되는 수지계 재료는, 에폭시 수지, 폴리페닐렌설파이드 등의 합성 수지, 
클로로프렌 고무(chloroprene rubber) 또는 실리콘 고무 등의 고무계 수지 등의 다양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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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덕터에서, 외부전극은 복수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금속막으로 형성된다.

상기 인덕터에서,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중심은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내부도체 코
일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의 거리만큼 떨어져 위치되어 있다.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중심이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의 거리만큼 떨어져 위치되어 있으므로, 후술할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즉, 내부도체 코일의 위치
가 변위되는 인덕터가 예를 들어 인쇄 회로기판 상에 실장되는 경우에,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이 과도하게 높게 위
치되기 때문에, 솔더 필릿이 외부전극들의 사이에 형성된 코일의 노출 부분에 대향하고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의 하단부와 솔더 필릿의 상단부와의 사이에 갭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외부전극이 도금막 
등의 금속 박막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이 갭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의 불충분한 전류 용량에 의해, 장기적인 신뢰성이 부
족하고, 과전류의 인가시에 불안정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방지된
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의 인덕터의 제조방법은, 내부도체 코일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금형 내에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에서 코일 지지부재와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결합시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를 지지함으로써,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변형을 방지하고,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그의 양 단부
에서 자성 성형체로부터 노출하도록 배치하는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위치 및 형상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금형의 소정
의 위치에 형성된 게이트(gate)를 통해서, 상기 금형 내에서 상기 코일 지지부재가 배치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
부에서의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하는 제 1 주입 단계; 상기 제 1 주입 단계에서 주입된 자성 재료를 
경화한 후에, 상기 코일 지지부재를 제거하는 단계; 상기 금형의 소정의 위치에 형성된 다른 게이트를 통해서 상기 내부
도체 코일의 내주부의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함으로써,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주요부가 자성 성형체에 내장되고, 아
울러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이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는, 자성 성형체를 형성하는 제 2 주입 단계; 및 상기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에,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는, 상
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
다.
    

상기 인덕터의 제조방법에서는, 내부도체 코일의 양 단부와 대향하는 금형의 내면에 실질적인 환형상의(annular-sha
ped) 오목부가 형성되어서, 내부도체 코일의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일부는 환형상의 오목부와 끼워 맞추어져 있
다.

상기 인덕터의 제조방법에서는, 금형의 내면에 형성된 실질적인 환형상의 각 오목부의 중심과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금형의 내면에 형성된 실질적인 환형상의 각 오목부의 중심과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서로 일치하
는 경우에, 후술할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즉, 내부도체 코일의 위치가 변위되는 인덕터를 예를 들어 인쇄 
회로기판 상에 실장하는 경우에,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이 과도하게 높게 위치되기 때문에, 솔더 필릿이 외부전극
들의 사이에 형성된 코일의 노출 부분에 대향하고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의 하단
부와 솔더 필릿의 상단부와의 사이에 갭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외부전극이 도금막 등의 금속 박막으로 형성되는 경우
에, 이 갭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의 불충분한 전류 용량에 의해, 장기적인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전류의 인가시에 불안정
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방지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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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인덕터의 단면도이다. 도 2는 인덕터의 측면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실시형태에 따른 인덕터(10)는,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를 서로 혼련하여 이루어진 자성 재료(
1)를 소정의 형상으로 성형함으로써 형성된 자성 성형체(자성 코어)(3); 자성 성형체(3)의 내부에서, 양 단부가 자성 
성형체(3)의 양 단면(3a, 3b)으로부터 돌출하도록 내장되어 있으며, 인덕턴스 소자로서 기능이 있는 내부도체 코일(
2); 및 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2a, 2b)와 접속하도록, 자성 성형체(3)의 양 단면(3a, 3b)에 각각 형성되어 있는 한 
쌍의 내부 전극(4a, 4b)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인덕터(10)의 치수는 4.5mm ×3.2mm ×3.2mm 이다.
    

자성 성형체(자성코어)(3)는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와, 산화철(Fe 2 O3 ), 산화 니켈(NiO), 산화 구리(CuO) 
및 산화 아연(ZnO)을 함유한 페라이트 분말을 혼련함으로써 형성된 페라이트 수지로 만들어진다.

내부도체 코일(2)은 직경 0.2mm의 구리선을 감아서 형성되고, 길이는 3.2mm이고 내부 직경은 1.8mm이다.

도 1에 도시된 인덕터(10)에서,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부(노출 부분)(2a, 2b)의 주요 부분이 내부도체 코일(2)의 축을 따라서 돌출함으로써, 자성 성형체(
3)의 단면(3a 또는 3b)으로부터의 돌출량(L)이 선의 직경(D)의 1/5 이상으로 설정된다.

외부전극(4a, 4b)은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3b)으로부터 내주면(측면)에까지 연장되어, 내부도체 코일(2)의 노
출 부분(2a, 2b)에 접속되어 있다. 외부전극(4a, 4b)은 내부도체 코일(2)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형성된 니켈-도
금막, 및 땜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니켈-도금막 상에 형성된 주석-도금막으로 구성된 복수개의 층으로 각각 형성
되어 있다.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부에서의 최종 권선의 중심(X)가 자성 성형체(3)의 각 단면(3a 또는 3b)의 중심(Y)으로부
터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의 거리만큼 떨어져 배치되도록, 인덕터(10)를 형성한다(도 2 참조). 즉,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부에서의 최종 권선의 중심(X)의 오프셋 양이 자성 성형체(3)의 각 단면(3a 또는 3b)의 중
심(Y)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로 설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인덕터(10)에서,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에서의 최종 권선의 대부분(적어도 2/3 부분의 권선)이 자
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내부도체 코일(2)의 축방향으로 내부도체 코일(2)의 선의 직
경의 1/5 이상만큼 돌출되어서, 외부전극(4a, 4b)은 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에 노출 부분(2a, 2b)이 접속되도록 배
치되어 있다. 따라서, 내부도체 코일(2)과 각 외부전극(4a, 4b)간의 접촉 면적이 커지고, 외부전극(4a, 4b)과 내부도
체 코일(2)간의 접속부에 전류를 확실하게 인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장후의 장기적인 신뢰성 및 과전류의 인가
시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인덕터(10)의 내부도체 코일(2)의 각 단부에서의 최종 권선의 중심(X)을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의 중심
(Y)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로 배치하기 때문에, 솔더 필릿(12)이 외부전극(4a, 4b)을 통
해서 내부도체 코일(2)의 노출 부분(2a, 2b)에 대응하는 부분에까지 위치되어 있다. 즉, 솔더 필릿(12)의 상부단의 높
이(위치)(Hs)가 내부도체 코일(2)의 노출 부분(2a, 2b)의 하부단의 높이(위치)(He) 보다 크다(높다). 따라서, 내부
도체 코일(2)의 노출 부분(2a, 2b)의 하부단과 솔더 필릿(12)의 상부단 사이에 갭이 생성되지 않는다. 외부전극(4a, 
4b)이 도금막 등의 금속 박막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도, 이들 부품의 전류 용량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 과전류의 인가시에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도 4는 2암페어의 전류가 인가될 때,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돌출량(선 직
경에 대한 비)과 외부전극(4a, 4b)과 내부도체 코일(2)간의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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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는,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돌출량(선의 직경에 대한 비)이 선 직
경(D)(0.2mm)의 1/5(0.04mm) 이상으로 설정될 때에 접속부에서 온도 상승이 억제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큰 코일선을 포함하는 인덕터는 정격 전류가 크다. 특히,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으로
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돌출량(선 직경에 대한 비)을 선 직경(D)의 1/5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서,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땜납성이 향상된다.

도 5는 내부도체 코일(2)의 권선당 노출 부분의 비(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에서의 최종 권선의 길이에 대한 내부도
체 코일(2)의 노출 부분(2a, 2b)의 길이의 비(예를 들어, 노출 부분의 길이가 최종 권선의 길이의 3/4일 때에, 비는 0.
75 이다))와, 내부도체 코일(2)과 외부전극(4a, 4b)과의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5에 도시된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도체 코일(2)의 권선당 노출 부분의 비를 0.66(2/3 권선) 이상으로 설
정함으로서, 각 외부전극(4a, 4b)과 내부도체 코일(2)간의 접속부에서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도 6은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또는 3b)의 중심(Y)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중심(X)의 오프셋 양(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 직경에 대한 오프셋 거리의 비(코일의 내부 직경에 대한 비))과 외부전극(4a, 4b)에서의 온도 상승간
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오프셋 양(코일의 내부 직경에 대한 비)을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 직경의 1/2(0.9mm) 
이하의 값으로 설정함으로서, 외부전극(4a, 4b)에서의 온도 상승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내부도체 코일(2)의 노출 부분(2a, 2b)의 하부단과 솔더 필릿(12)의 상부단 사이에 갭이 생성될 때, 인가된 전류는 외
부전극의 갭 부분에서 외부전극(4a, 4b)을 통해서만 흐르며, 이로 인해 외부전극(4a, 4b)의 갭 부분에서의 온도 상승
이 커지게 된다.

상술한 인덕터의 제조 방법을 하기에서 설명한다.

    
(1)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인덕터를 제조하기 위해서, 상부 금형(22) 및 하부 금형(23)을 포함하
고 있는 금형(24)을 준비한다. 상부 금형(22)에는 내부도체 코일(2)의 한쪽 단부와 대향하는 상부 금형의 내면에, 내
부도체 코일(2)의 한쪽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일부를 수용하도록 실질적으로 환형 원추부(21a)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하부 금형(23)에는, 내부도체 코일(2)의 다른쪽 단부와 대향하는 상부 금형의 내면에, 내부도체 코일(2)의 다른
쪽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일부를 수용하도록 실질적으로 환형 원추부(21b)가 형성되어 있다. 각 실질적으로 환형 
원추부(21a, 21b)는 폭이 0.3mm 이고 깊이가 0.2mm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형 원추부(21a, 21b)의 형상과 크
기는 상술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복 재료를 환형 원추부(21a, 21b)에 수용시키고 부착함으로서 절연된 내부도체 
코일(2)과 동일한 길이의 임의의 형상 및 크기가 될 수 있다.
    

금형(24)은 내부도체 코일(2)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도 8 참조), 금형(24)의 중심에서 금형(24) 내부에 내
부도체 코일(2)을 지지하고 부착하기 위한 원통형 코일 지지부재(보호 핀)(25)를 금형(24)에 실장할 수 있도록 형성
된다. 코일 지지부재(25)가 하부 금형(23)에 놓이고, 상부 금형(22)이 코일 지지부재(25)를 지지하는 하부 금형(23)
을 덮도록 설정하는 식으로, 코일 지지부재(25)를 실질적으로 금형(24)의 중심부에 실장한다.

상부 금형(22)의 측면 및 상부에 각각 게이트(22a, 22b)를 구비하며, 이를 통해 자성 재료(1)가 금형(24) 내부로 주
입된다(도 9 및 도 11 참조).

상술한 환형 원추부(21a, 21b)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각각 상부 금형(22)의 내부 하부면(32)의 중심 및 하부 금형(2
3)의 내부 상부면(33)의 중심에 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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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일 지지부재(25)를 하부 금형(23) 내에 위치시킨 후에, 내부도체 코일(2)을 코일 지지부재(25)와 끼워 맞추어
지도록 위치시키고, 상부 금형(22)을 코일 지지부재(25)와 내부도체 코일(2)을 지지하는 하부 금형(23)에 위치시키
며, 이로 인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도체 코일(2)은 변형되지 않도록 금형(24) 내의 소정 위치에서 지지된다.

(3)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와 산화철 (Fe 2 O3 ), 산화 니켈(NiO), 산화 구리(CuO) 
및 산화 아연(ZnO)을 함유한 페라이트 분말을 혼련하여 만든 펠릿-형성(pellet-formed) 페라이트 수지를 용해하여 
형성된 자성 재료(1)를, 상부 금형(22)의 측면에 구비된 게이트(22a)를 통해서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를 제외한 금
형(24) 내의 영역(코일 지지부재(25)에 의해 점유된 영역)에 주입한다(제 1 주입).

(4)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형(24)으로부터 코일 지지부재(25)를 제거한다.

(5) 상부 금형(22)의 상부면에 구비된 게이트(22b)를 통해서 자성 재료(1)를 내부도체 코일(2)의 내부로 주입하며(
제 2 주입), 이로 인해 4.5 ×3.2 ×3.2(mm) 치수의 자성 성형체(코일을 포함하는 페라이트-수지-성형체)(3)를 얻
게 된다.

이런 경우, 금형(24) 내의 온도는 160℃로 설정하며, 자성 재료(1)를 공급하는 실린더의 온도는 340℃로 설정된다.

(6) 이렇게 얻어진 자성 성형체(3)를 순수한 물로 세정하고, 알콜로 잘 세척하며, 팔라듐 용액을 도포하여 산화시키고, 
자성 성형체(3) 전체를 무전해 니켈-도금에 의해 형성된 1~2㎛ 두께의 니켈막으로 피복한다.

(7) 약 10㎛ 두께의 레지스트 막(resist film)을 자성 성형체(3)의 단부에서 외부전극(4a, 4b)에 구비된 부분에 인쇄
하고, 그다음에 150℃에서 10분간 건조시킨다. 레지스트 막으로 인쇄된 자기 형성체(3)를 30%의 질산 용액에 수분간 
담구며, 그런 후, 무전해 니켈-도금에 의해 형성된 니켈막을 에칭하여(etching), 외부전극(4a, 4b)에 대응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제거한다.

(8) 초음파 진동을 자성 성형체(3)에 인가하는 동안 3%의 수산화 나트륨의 용액에 자성 성형체(3)를 담구어서 레지
스트 막을 제거한다.

(9) 단부가 무전해 니켈-도금에 의해 형성된 니켈막이 구비된 자성 성형체(3)에는 배럴(barrel)에서 전해질 니켈-도
금을 실시하여 형성된 1~2㎛ 두께의 다른 니켈막이 형성되며, 자성 성형체(3)는 무전해 니켈-도금막상에 전해질 니
켈막으로 덮히게 된다. 자성 성형체(3)에 전해질 니켈-도금막상에 전해질 주석-도금을 하여 형성된 3~5㎛ 두께의 주
석막을 더 구비하며, 이로 인해 도 1에 도시된 표면 실장형 인덕터(10)이 얻어진다.

    
상술한 제조방법에서, 상부 금형(22)의 측면에 구비된 게이트(22a)를 통해서 자성 재료(1)의 제 1 주입이 이루어진다. 
도 9에서, 자성 재료(1)가 수평으로(화살표 A를 따라서) 흐르더라도, 내부도체 코일(2)이 코일 지지부재(25)에 의해 
지지되고 부착되기 때문에, 내부도체 코일(2)이 내부쪽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결국, 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쪽으로(
B 방향(수직방향)) 압력이 인가되는 동안 내부도체 코일(2)이 지지되고, 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2a, 2b)가 실질적
으로 환형 원추부(21a, 21b)(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2a, 2b)가 각각 금형(24)과 접촉하게 되는 위치에 구비됨)와 
각각 결합한다.
    

자성 재료(1)의 제 2 주입을 실시할 때, 각각 약 1권선 길이를 갖는 내부도체 코일(2)의 단부를 자성 성형체(3)의 단
면(3a, 3b)에 각각 노출시키고, 자성 성형체(3)의 각 단면(3a, 3b)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2)의 돌출양(L)이 내부도
체 코일(2)의 선의 직경(D)의 1/3 이상으로 자성 성형체(3)를 형성한다. 그 결과,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전극
(4a, 4b)과 내부도체 코일(2) 사이의 접속부의 면적이 커져서, 접속 신뢰도가 높은 인덕터를 얻을 수 있다.

도 2에서, 환형 원추부(21a, 21b)의 각 중심(X)은 실질적으로 상부 금형(22)의 하부면(32)의 중심과 하부 금형(33)
의 상부면의 중심(Y)에 각각 일치하며, 이로 인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도체 코일(2)의 최종 권선부의 중심
(X)이 자성 성형체(3)의 단면(3a, 3b)의 각 중심(Y)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자성 성형체(3)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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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술할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즉, 내부도체 코일의 위치가 변위되는 인덕터가 예를 들어 인쇄 회
로기판 상에 실장되는 경우에,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이 과도하게 높게 위치되기 때문에, 솔더 필릿이 외부전극들
의 사이에 형성된 코일의 노출 부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내부도체 코일의 노출 부분의 하단부와 솔더 필릿의 상단부
와의 사이에 갭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외부전극이 솔더막 등의 금속 박막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이 갭에 대응하는 부분
에서의 불충분한 전류 용량에 의해, 장기적인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전류의 인가시에 불안정성하다는 현상이 있다.
    

자성 성형체의 각 단부에서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 내의 노출 부분의 비(돌출양이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1
/5 이상인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 내의 노출 부분의 비)와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의 중심의 오프셋 양을 상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1000개의 인덕터(시료) 중에서 측정하였으며, 표 1에 그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항목 기준 종래 인덕터 본 발명의 인덕터
내부도체 코일의최종 권선당 노출 부분의 비(선 직경의 1/5이상 돌출됨) 2/3 이상 0.1% 100%

1/2 이상 3% 100%
1/3 이상 10% 100%

내부도체 코일의오프셋 양(코일의 내부 직경에 대한 비) 1/4 이하 0.5% 100%
1/3 이하 43% 100%
1/2 이하 78% 100%

상기 표 1에는, 자성 성형체의 각 단부에서의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내의 노출 부분의 비(돌출양이 내부도체 코일
의 선 직경의 1/5 보다 작지 않은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 내의 노출 부분의 비), 및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
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의 중심의 오프셋 양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종래 방법으로 제조한 1000개의 인
덕터 중에서 측정하였다.

표 1에는, 1000개의 시료에 대해서 기준을 만족하는 시료(인덕터)의 비를 나타내었다.

종래 방법으로 제조된 인덕터에서는, 최종 권선의 2/3 이상의 부분이 선의 1/5 이상의 거리까지 돌출하는 비가 겨우 0.
1%이지만, 동일한 기준에서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한 인덕터의 비는 100%임을, 표 1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도체 코일 및 외부전극 사이의 접속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서 장기적인 신뢰성 및 과전류의 인가시에 
안정성이 향상된다.

종래 방법으로 제조된 인덕터에서는,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최종 권선의 중심의 오프
셋 양이 내부도체 코일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가 되는 비는 겨우 78%이고, 본 실시형태의 방법으로 제조할 때에는, 
오프셋 양을 내부도체 코일의 내부 직경의 1/4 이하가 되도록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로만 한정하지 않으며, 자성 성형 합성물의 형태, 자성 성형체의 특정 형태, 내부도체 코일의 
재료, 소성 외부전극의 재료 등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 및 변화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제까지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이 자성 성형체
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1/5 이상의 거리까지 돌출하고 있고, 또한,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는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에 외부전극이 접속되어 있다. 이에 의해, 내부도체 코일과 외부전극과의 접속 영역의 증가로 이들의 접속 신뢰성
이 향상되며, 실장 후의 장기적인 신뢰성, 및 과전류의 인가시에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외부전극의 두께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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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어서, 제조가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각 외부전극을 복수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금속막으로 형성하는 경우에, 외부전극을 형성하는 
베이스(base) 금속막 상에 주석 도금막 또는 솔더 도금막을 증착시킴으로써, 전기적 접속성과 땜납성이 우수한 인덕터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에서 코일 지지부재에 의해 내부도체 코일을 지지함으로써, 내부도체 
코일의 변형을 방지하고, 내부도체 코일을 그의 단부에서 자성 성형체로부터 노출하도록 배치하는 내부도체 코일의 위
치 및 형상을 유지한다. 금형에서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에서의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하고, 상기 주
입된 자성 재료를 경화한 후에 코일 지지부재를 제거한다.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의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함으로써,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이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는, 자성 성형체를 형성한다.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에,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
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는,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
분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전극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와 대향하는 금형의 내면에 실질적인 환형상의 오목부가 형성된 금형
을 사용하여 내부도체 코일의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일부를 환형상의 오목부와 끼워 맞춤으로써,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이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
까지 돌출하고 있는 성형 자성체를 신뢰성있게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성 분말 재료와 수지계 재료로 이루어진 자성 재료를 성형함으로써 형성되는 자성 성형체(molded magnetic body)
;

상기 자성 성형체의 내부에서, 양 단부가 상기 자성 성형체의 양 단부로부터 각각 돌출하도록 내장되어 있는 내부도체 
코일; 및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양 단부와 접속하도록, 상기 자성 성형체의 양 단부에 각각 형성되어 있는 한 쌍의 외부전극을 포
함하고 있는 인덕터로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final winding)의 적어도 2/3 부분은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상
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부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고 있는,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에, 상기 외부전극이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전극은 복수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금속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

청구항 3.

제 1항 및 제 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중심은 상기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부 직경의 1/2 이하의 거리만큼 떨어져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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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내부도체 코일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금형 내에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에서 코일 지지부재와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결합시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를 지
지함으로써,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변형을 방지하고, 상기 내부도체 코일을, 그의 양 단부에서 자성 성형체로부터 노출
하도록 배치하는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위치 및 형상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금형의 소정의 위치에 형성된 게이트(gate)를 통해서, 상기 금형 내에서 상기 코일 지지부재가 배치된 상기 내부
도체 코일의 내주부에서의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하는 제 1 주입 단계;

상기 제 1 주입 단계에서 주입된 자성 재료를 경화한 후에, 상기 코일 지지부재를 제거하는 단계;

상기 금형의 소정의 위치에 형성된 다른 게이트를 통해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내주부의 영역에 자성 재료를 주입함으
로써,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주요부가 자성 성형체에 내장되고, 아울러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
어도 2/3 부분이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까지 돌출하는, 
자성 성형체를 형성하는 제 2 주입 단계; 및

상기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에, 상기 자성 성형체의 단면으로부터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선의 직경의 적어도 1/5 부분
까지 돌출하고 있는,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각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2/3 부분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전극을 형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양 단부와 대향하는 상기 금형의 내면에는 실질적인 환형상의(annular-shap
ed) 오목부가 형성되어서, 상기 내부도체 코일의 단부의 최종 권선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환형상의 오목부와 끼워 맞추
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금형의 내면에 형성된 상기 실질적인 환형상의 각 오목부의 중심과 상기 자성 성형체의 각 단면
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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