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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층형 코일 부품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적층형 코일부품에 관한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면서 전자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코일부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코일부품은중앙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 및 하면 중 적어도 일면에는 전극패
턴이 형성되어 있는 비자성체전극층 및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중앙 개구부와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측면에 위치하
는 내부자성체층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적어도 2층 이상의 내부전극층;과 상기 내부 전극층의 양면에 접촉하는 커버
층; 및 상기 전극패턴의 일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전극단자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4b
색인어
적층 코일부품, 공통모드필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코일부품을 도시한 사시도.
도 1b는 도 1a의 부품의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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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본 발명의 코일부품의 일실시예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2b는 도 2a의 코일부품의 내부 자기경로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2c는 도 2a의 코일부품의 내부 전극형태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2d는 도 2a의 코일부품의 내부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2e는 본 발명의 코일부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3a는 그린 시트 준비단계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3b는 커팅라인 형성단계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3c는 비아홀 형성단계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3d는 전극패턴 형성단계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3e는 픽업이 완료된 자성체층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3f는 픽업이 완료된 비자성체층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4a는 적층단계를 보여주는 공정도.
도 4b는 도 4a의 전극층을 확대한 공정도.
도 4c는 적층이 끝난 코일부품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5a는 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코일부품의 자기장을 보여주는 단면 모식도.
도 5b는 본 발명의 코일부품의 자기장을 보여주는 단면 모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커버층 22:자성체층
24:외부 단자 25:측면자성체층
26:중앙 자성체층 28:비자성체전극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층형 코일 부품에 관한 것으로, 트랜스포머(transformers) 또는 공통모드 초크코일(common mode cho
ke coils)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일 부품에 관한 것이다.
공통모드 초크코일 또는 트랜스포머 등의 코일 부품에서, 코일 부품의 전기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차코일
과 2차코일 간의 전자기적인 결합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 2차 코일간의 전자기적 결합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두 코일간의 간격을 작게 하거나, 누설자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로(磁路)를 형성하여야 한다.
도 1a는 코일 부품소자를 포함하는 종래의 공통모드 초크코일의 일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1b는 도 1a에 도시
된 공통모드 초크코일의 분해도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같이, 공통모드 초크코일(1)은 제1자성체 기판(3)의 상부에 형성된 적층체(7)와, 적층체(7)의 상
부에 형성된 제2자성체 기판(10) 및 이들의 사이에 형성된 접착층(8)과, 제1자성체 기판(3), 적층체(7), 접착층(8) 및
제2자성체 기판의 외부 면에 형성된 외부 전극(11)을 포함한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층체(7)은 스퍼터링(sputtering) 등의 박막 형성 기술에 의해 증착된 복수개의 층을 포
함하고, 폴리이미드 수지(polyimide resin) 또는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등의 비자성(non-magnetic) 절연 재료로
이루어진 절연층(6a)는 제1자성체 기판 3의 상부에 증착되며, 리딩(leading) 전극(12a, 12b)는 절연층(6a)의 상부에
형성되며, 또 다른 절연층(6b)이 리딩 전극 (12a, 12b)의 상부에 형성되며, 코일 패턴(4)와 코일 패턴으로부터 인출된
리딩 전극(12c)은 상기 절연층(6b)의 상부에 형성되며, 또 다른 절연층(6c)이 코일 패턴(4)과 리딩 전극(12c)의 상부
에 형성되며, 코일 패턴(5)과 코일 패턴으로부터 인출된 리딩 전극(12d)는 절연층(6c)의 상부에 형성된다.
코일 패턴(4)의 한쪽 말단은 절연층(6b)에 형성되어 있는 비아홀(via hole)(13a)을 통해서 리딩 전극(12a)에 전기적
으로 접속되고, 리딩 전극(12a)는 외부 전극(11a)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코일 패턴(4)의 다른쪽 말단은 리딩 전극(1
2c)를 통해서 외부 전극(11c)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한편, 또 다른 코일 패턴(5)의 한쪽 말단은 절연층(6c)에 형성되어 있는 비아홀(13c)와 절연층(6b)에 형성되어 있는
비아홀(13b)를 통해서 리딩 전극(12b)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리딩 전극(12b)는 외부 전극(11b)에 접속된다. 코일
패턴(5) 의 다른 쪽 말단은 리딩 전극(12d)을 통해서 외부 전극(11d)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술한 코일부품을 회로에 삽입하는 경우, 각각의 외부 전극(11)을 회로의 각 접속부에 전기적으로 접속함으로써, 코
일 패턴(4, 5)이 회로에 연결되게 된다.
상기 부품은 스퍼터링 또는 증착(evaporation) 등의 박막 형성 기술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1, 2차 코일간의 간격을
수 ㎛까지 작게 할 수 있으므로 종래의 제품에 비하여 전자기적 결합도가 높아지고 부품의 소형화도 가능하지만, 값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 1a와 도 1b에 도시된 코일 부품은 코일패턴(4)와 코일패턴(5)의 사이에 비자성 절연층(6c)이 위치하고 있으
므로, 이로 인해 누설자속이 발생하여 전자기적인 결합도와 임피던스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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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기적인 결합도와 임피던스 특성이 향상된 적층형 코일 부품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퍼터링이나 증착 등의 박막 형성 기술에 의하지 않고 저비용 공정에 의해 결합계수가
높고 절연성이 향상된 코일 부품을 제조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있다.
기타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중앙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 및 하면 중 적어도 일면에는 전극패턴
이 형성되어 있는 비자성체전극층 및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중앙 개구부와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측면에 위치하는
내부자성체층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적어도 2층 이상의 내부전극층;과 상기 내부 전극층의 양면에 접촉하는 커버층;
및 상기 전극패턴의 일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전극단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적층형 코일부품을 제공한다.
상기 내부 전극층은 다수의 층으로 구성하여 비자성체전극층 상에 형성된 전극패턴이 여러 층의 코일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에는 전극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비아홀을 형성하고, 이
비아홀에는 전도성 물질을 채워 넣어, 비아홀이 형성되어 있는 비자성체전극층의 상면 및 하면에 접하는 다른 비자성
체전극층의 전극패턴의 일부분이 상기 비아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상기 커버층은 자성체층으로 구성되며, 커버층과 내부 전극층 사이에는 상기 내부 전극층과 형태가 동일하며 전극패
턴이 형성되지 않은 비자성체층 또는 자성체층으로 구성되는 버퍼층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자성체로는 페라이트를 사용하며 이밖에도 Ni계, Ni-Zn계, Ni-Zn-Cu계 등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비자성체로는 B 2 O 3 -SiO 2 계 유리, Al 2 O 3 -SiO 2 계 유리, 기타 세라믹 물질 가운데 상기한 페라이트와 열팽
창율이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본 발명에서 코일부품을 구성하는 각 층의 두께는 가급적 작은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본 발명은 캐리어 필름 상에 각각 자성체막과 비자성체막을 형성한 그린시트를 준비하고; 상기 자성체막과 비
자성체막 그린시트에 커팅라인을 형성하고; 커팅라인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는 비아홀을 형성하고; 비아홀
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 상면에 전극패턴을 형성하고; 자성체막 및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서 불필요한 부분
을 제거하고; 자성체막 그린시트, 커팅라인이 형성된 자성체막, 커팅라인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 비아홀과 전
극패턴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들을 적층하고; 적층된 적층체를 소성하고; 소성한 적층체의 외부면에 전극단
자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적층형 코일부품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며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a 내지 2d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
형 코일부품의 외관 및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2a에 도시된 코일부품의 외관을 보면 육면체 형태로 상하면에 커버층(21)이 있고, 적층체 외주면에 외부 접속단자
(24)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커버층 사이에는 자성체층(22)과 비자성체전극층(28)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2b는 상기 코일 부품에서 내부자성체층만을 도시한 것으로 자기경로(magnetic path)를 볼 수 있으며, 도 2a에서
는 비자성체전극층 내부 중안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았던 중앙 자성체층(26)을 볼 수 있다. 중앙 자성체층(26)과 측면
자성체층(25)에 의하여 형성되는 내부 공간(29)은 비자성체전극층이 차지하게 된다. 중앙 자성체층(26)과 측면자성
체층(25)은 여러겹의 시트상의 필름을 적층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벌크상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c는 비자성체 전극층(28)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각 전극층 면에 형된 전극패턴(27)들이 코일 형태로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내부 중앙에는 중앙 자성체층(26)이 위치하게 되는 빈 공간(28')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비자성체 전극층(28)에 의해 전극패턴이 상하 일정한 간격으로 코일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내부 중앙 및 각
측면에 위치하게 되는 자성체층과 전극패턴간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전극패턴의 형태는 여러가지 방법
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층의 전극패턴은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고 그 일부는
외부로 연장되어 외부 전극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도 2d는 도 2a에 도시된 코일부품의 단면을 보인 것으로 내부의 중앙 자성체층(26)과 측면자성체층(25)을 볼 수 있으
며, 두 자성체층 사이에 여러층으로 적층된 비자성체 전극층(28)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도 2e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사시도로서, 커버층에 자성체로 된 커버층(21) 이외에 비자성체
로 된 커버층(20)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커버층은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자성체층와 비자성체층 사이
의 미소한 열팽창율의 차이를 완화시켜 제품의 기계적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적층형 코일 부품은 중앙 자성체층(26)과 두 측면자성체층 사이에 전극패턴이 형성된 비자성체
전극층(28)으로 구성되므로, 누설자속의 발생을 억제하여 그 특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리 등의
비저항 이 높은 비자성체층을 사용함으로써 전극 패턴간의 절연 저항이 커지게 되어 안정된 절연성을 확보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적층형 코일부품은 각각의 층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을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후 각
층들을 순서대로 적층하여 하나의 단일 부품을 완성하게 된다. 도 3a 내지 도 3f를 참조하여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a는 그린시트를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캐리어필름(carrier film)(32)상에 자성체막이나 비자성체막(31)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후막 적층공정에서 사용되는 닥터브레이드 테이프 캐스팅(Doctor Blade Tape Casting) 방
식을 이용하여 캐리어 필름 위에 슬러리(Slurry)화 된 자성체 또는 비자성체의 그린시트를 각각 캐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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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필름으로는 PET 필름을 사용하며, 이 밖에도 다른 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캐리어 필름은 각 층의 제조가
완성된 후 각각의 층을 순서대로 적층할 때는 제거된다.
캐리어필름(32)상에 자성체막이나 비자성체막을 형성한 그린시트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여러층을 적층하여 커버층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린시트를 형성한 후에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정한 형태로 커팅라인을 형성한다. 커팅라인은 양 측면 커팅
라인(33a, 33b)과 내부 윈도우용 커팅라인(34)이 있다. 커팅라인은 레이저 가공이나 기계적 가공등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캐리어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 3b의 커팅 공정은 자성체막이나 비자성체막이 형성된 그린 시트 모
두에 적용된다.
커팅라인이 형성된 자성체막이나 비자성체막 그린 시트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여러층을 적층하여 버퍼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비자성체막이 형성된 그린 시트에는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팅라인(33a, 33b, 34) 이외에 비아홀(35)을
형성한다. 비아홀은 레이저 펀칭(Laser Punching)이나 기계적 펀칭(Mechanical Punching) 방법 등을 이용한다.
커팅라인과 비아홀을 형성한 비자성체 그린시트는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패턴(36)을 형성한다. 전극패턴은
비자성체전극층의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예를 들면, 제1시트의 전극패턴과 제2시트의 전극패턴이 서로 대칭되
는 형태)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코일부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극
패턴의 한쪽 끝은 외부에 연장되어 전기적인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린시트 끝단(36')까지 형성한다. 전극패턴은 스크
린프린팅(Screen Printing) 방식을 이용하여 비자성체 그린시트 상면에 전도성 페이스트를 인쇄하고, 비아홀(35a, 3
5b)에도 전도성물질을 채워넣는다. 도 3d를 보면 형성된 전극패턴의 일부 끝단이 비아홀(35b)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비아홀(35a)에는 전극패턴이 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각각의 비자성체전극층상의 전극
패턴을 레이어별로 서로 전기적인 연결하거나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커팅라인이 형성된 자성체 그린시트와 전극패턴이 형성된 비자성체 그린시트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Pick-up)하게
된다. 이때 자성체 그린 시트와 비자성체 그린 시트는 각각 반대가 되는 영역을 제거하여, 이후 설명되는 적층(Stacki
ng) 공정시 각각의 자성체 그린 시트와 비자성체 그린 시트가 단일한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e
및 3f는 각각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된 자성체 그린 시트와 비자성체 그린 시트를 보여주고 있다. 도 3e는 자성체 그린
시트로서 중앙 영역(38a)과 주변 영역(38b)만 남아 있고, 도 3f는 비자성체 그린시트로서 자성체 그린시트와 반대되
는 영역에만 비자성체층(39)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층의 제조가 끝나면 순서에 따라 각각의 층을 적층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도 4a는 적층 공정을 도시한 것으로 각각
의 층이 순서에 따라 하나로 적층된다. A는 커버층을, B는 버퍼층을, C는 전극층을 각각 나타내며, 커버층은 자성체
층(42)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다른 실시예로서 자성체층과 비자성체층이 함께 형성될 수 도 있다. 버퍼층(B)은 자성체
층(43)과 비자성체(4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극층(45)의 전극패턴이 상부의 커버층과 직접 맞닿는 것을 방지한다.
커버층과 버퍼층은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공정에서 제조된 그린 시트 및 커팅라인이 형성된 그린 시트를 캐리어
필름이 제거된 채로 사용한다.
전극층은 도 3e 및 3f에 도시된 공정에서 제조된 자성체막(38a, 38b)과 비자성체막(39)을 교대로 적층하여 형성한다.
도면에는 전극층이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수의 레이어들이 적층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 4b에는 상기 전극층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자성체층(46)과 비자성체
층(45)이 교대로 적층되어 동일 레이어에 자성체와 비자성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적층에 의해 비자성체층에
형성된 전극패턴은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전극 패턴의 일부 끝단(47a 또는 47c)이 비아홀(48a 또는 48b)에
연결되어 다른 층의 전극패턴의 끝단(47b 또는 47d)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전극패턴의 다른 끝단(49)은 외부
와의 전기적인 접촉을 위하여 비자성체층의 모서리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적층이 끝난 후 상기 끝단(
49)에는 외부 전극단자가 형성된다. 적층이 끝난 후의 모습을 도 4c에 도시하였다.
적층후 적층체를 소성하여 내부전극패턴, 비자성체,자성체를 동시에 소성시키면 코일 형태의 전극패턴, 비자성체인
절연체영역, 자성체로 이루어지는 자기경로(Magnetic Path)영역이 형성된다.
소성이 끝난 후에는 딥핑(Dipping)이나 롤러(Roller) 등을 이용하여 측면에 외부 전극단자를 형성한다.
이상과 같은 제조공정에 의하여 본 발명의 적층형 코일 부품을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특히 대량의 부품을 빠
른 시간안에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도 5a 및 5b는 각각 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코일부품과 자성체 및 비자성체로 이루어진 코일부품의 자기장을
모식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a에서와 같이 코일부품이 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차코일(53)과 2차코
일(54)이 모두 투자율이 높은 자성체(51) 내부에 형성되므로 1차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의 일부는 2차코일로 전달되
지 못하고 1차코일 주위로 누설된다. 식별번호 55는 1차코일과 2차코일 간의 전자기적 결합에 이용된 유효자기장을
나타내고, 56은 누설 자기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누설 자기장으로 인해 코일 부품의 결합계수가 낮아 져, 공통모드
필터 또는 트랜스포머로 사용하게 되면 그 성능이 열화된다. 반면, 본 발명에 의한 코일부품의 경우 1차코일(53)과 2
차코일(54)이 모두 저투자율의 비자성체(52) 내부에 존재하여 코일간의 누설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1차코일에
서 발생된 자기장이 손실없이 2차코일로 전달될 수 있다. 즉 임피던스의 커먼모드 성분과 노멀모드 성분의 비율인 결
합계수가 커지게 된다.
아래의 표 1은 본 발명의 코일부품과 기존의 기타 부품의 결합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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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합계수(%)
자성체/비자성체형

98.82

자성체형

85.89

권선형

96.02

권선형은 자성체에 주위에 도선을 감은 기존의 일반적인 코일부품이고, 자성체/비자성체형은 본 발명에 의한 코일부
품을, 자성체형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코일부품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코일부품의 결합계수가 다른 제품에 비
하여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기적인 결합도와 임피던스 특성이 향상되고 코일 패턴간의 절연성
이 우수한 적층형 코일 부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특히 스퍼터링이나 증착 등의 박막 형성 기술에 의하지 않고 저비용
공정에 의해 코일 부품을 제조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의 비자성체전극층과 내부자성체층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적어도 2층 이상의 내부전극층;과
(a) 중앙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 및 하면 중 적어도 일면에는 전극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비자성체전극층
(b)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중앙 개구부 및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의 측면에 위치하는 내부자성체층
상기 내부 전극층의 양면에 접촉하는 커버층; 및
상기 전극패턴의 일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전극단자;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적층형 코일부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에는 전극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비아홀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비아홀에
전도성 물질을 채워 넣은 적층형 코일부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아홀이 형성되어 있는 비자성체전극층의 상면 및 하면에 접하는 다른 비자성체전극층의 전
극패턴의 일부분은 상기 비아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적층형 코일부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층은 자성체로 형성된 것이며, 상기 커버층의 표면에는 비자성체층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적층형 코일부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극층과 커버층 사이에 상기 내부 전극층과 형태가 동일하며 전극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비자성체층 또는 자성체층으로 구성되는 버퍼층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적층형 코일부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자성체전극층은 B
로 구성되는 적층형 코일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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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유리 또는 기타 세라믹 물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자성체층은 페라이트, Ni계, Ni-Zn계, Ni-Zn-Cu계 등의 물질로 구성되는 적층형 코일부
품.

청구항 8.
캐리어 필름 상에 각각 자성체막과 비자성체막을 형성한 그린시트를 준비하고;
상기 자성체막 그린시트와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 각각 동일한 커팅라인을 형성하고;
커팅라인이 형성된 상기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는 일부 영역에 비아홀을 형성하고;
상기 비아홀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의 일면에 전극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서 상기 비아홀과 전극패턴이 형성된 영역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고;
상기 자성체막 그린시트에서 상기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
하고;
자성체막 그린시트, 커팅라인이 형성된 자성체막 그린시트, 커팅라인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 비아홀과 전극
패턴이 형성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들을 적층하고;
적층된 적층체를 소성하고;
소성한 적층체의 외부면에 전극단자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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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형 코일부품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캐리어 필름 상에 형성되는 자성체막 및 비자성체막은 닥터블레이드 태입캐스팅에 의하는 적층형
코일부품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체막 그린시트와 비자성체막 그린시트에서 각각 일부 영역이 제거된 후 남아 있는 부분들
은 서로 적층되었을 때 단일한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하는 적층형 코일부품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비자성체막 그린시트 상면의 전극패턴은 스크린 프린팅에 의하여 형성되는 적층형 코일부품 제조방
법.

청구항 12.
제8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적층형 코일부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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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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