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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박지훈 연구소장 (SCC(주))

인덕터 동향

그림 1.  (a)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로 발생되는 
자기장과 (b) 전기회로 상에 표시되는 기
호 [2].

(b)(a)

1. 서 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전기 소자가 사용

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 TV, 

게임기 등의 전기전자기기들이 이러한 전

기 소자로 구성되어 있음은 놀라운 일은 아

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기 소자 중에서 '인

덕터 (inductor)'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인덕터는 '코일 (coil)'이나 '리액

터 (reactor)a)'로도 불리며 그 자신을 통과하

는 전류 (electric current)의 변화에 저항하

는 '수동 양단 전기 소자' (짧게 '수동 소자', 

passive two-terminal electrical component)

이다. 그 영단어의 동사형인 'induce'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전기 회로 상에서의 전자

기 유도 현상 (electromagnetic induction)b)

을 응용하는 소자이다. 코일과 리액터는 이러

한 인덕터의 형상이나 2차적인 현상에 주안점

을 맞춘 명칭이라 하겠다. 인덕터는 일반적으

로 코일의 형태로 감겨진 전선과 같은 도전체 

(conductor)로 구성되며, 전류가 이를 통과할 

때, 코일에 유도된 자기장에 일시적으로 저장

된다. 인덕터를 통하여 흐르던 전류가 변화하

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던 자기장이 전압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변화된 전류를 상쇄하게 

(opposing) 된다. 도전체 주위의 자기장 변화

에 따른 전압의 발생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

도법칙 (Faraday's law of electromagnetic 

induction)을 따른다. 인덕터는 인덕턴스 

(inductance, L)로 특성 지어지며, 이는 '전류 

변화율에 대한 전압비'로 정의될 수 있다. 인

덕턴스의 단위는 헨리 (H, henry)이며, 일반

a) 리액터 :  전자기 (電磁氣) 에너지의 축적에 의해 교류 (alternating current) 전류 또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큰 유도
성인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전기기기. 흔히 철심 (鐵心)에 코일을 감은 것이 사용되는데 심이 없는 것도 있다. 송전계통 
(送電系統)에 병렬로 설치하여 지상전류 (遲相電流)를 공급하는 분로 (分路)리액터, 단락고장 (短絡故障)에 대비해서 고
장전류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한류 (限流) 리액터, 송전선의 일선 (一線) 접지사고 때에 접지아크를 자연소멸
시키는 소호 (消弧) 리액터 등이 있다. 이 밖에 강자성 철심의 포화현상을 이용한 가포화 (可飽和) 리액터도 있다. (두산
백과)

b) 패러데이 의 전자기 유도 법칙 : 임의의 폐회로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음의 변화율

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Bd
dt
φε = −  (ε : 기전력 (electromotive force), ΦB : 자기 선속 (magnetic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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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 μH(10-6 H)에서 1 H 사이의 값을 

갖는다 [1].

많은 인덕터는 코일 안에 삽입되는 자성 

코어 (magnetic core)를 갖게 되며, 이러

한 코어는 철 (iron)이나 페라이트 세라믹 

(ferrite ceramic)이 주를 이루며, 자기장을 

증가시켜 인덕턴스를 증가시킨다. 커패시터 

(capacitor)나 저항 (resistor)과 더불어, 인

덕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수동 소자 중 하

나이며, 교류 (alternating current) 전자 장

비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통신 장비에 이

용된다. 인덕터는 교류 전류의 흐름을 막는 

(block) 반면, 직류 전류는 통과 (allow)시키

는데, 이러한 용도로 고안된 인덕터를 쵸크 

(choke)라 한다. 또한, 인덕터는 서로 다른 

주파수 (frequency)의 신호 (signal)를 분리 

(separate)하는 전자 필터 (electronic filter)

로도 사용되며, 커패시터와 결합되어 라디오

나 TV의 동조 회로 (tuned circuit)에 사용되

기도 한다.

2. 인덕터와 코어

인덕턴스는 전류가 흐르는 도전체를 둘러

싼 자기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도전체를 

따라 흐르는 전류는 자속 (magnetic flux)을 

발생시킨다.

(Φ : 자속, i : 전류)

자 속 에  대 하 여  일 정 한  투 자 율 

(permeability, μ)을 갖는 물질에 대해, 인

덕턴스는 L
i
φ

= 로 단순화될 수 있다. 모든 
도전체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발생시

키므로 어느 정도의 인덕턴스는 갖게 된다. 

한 회로의 인덕턴스는 인접 물질의 투자율

과 더불어 전류 흐름 (current path)의 기

하학적 구조 (geometry)에 의존한다. 따라

서 인덕터에서 도전체는 자기장을 증가시

키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코일 형태로 

감겨진 전선은 자속선 (magnetic flux line)

이 회로를 연결 (link, 인덕턴스를 일컫는 

'L'이 여기서 유래한다.)하는 횟수와 자기장

을 증가시키며 최종적으로 인덕턴스를 증

가시킨다. 즉 감겨진 횟수 (turn)가 많을수

록, 인덕턴스는 증가한다. 철과 같은 자성 

물질로 만들어진 자성 코어에 코일을 감으

면, 코일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이 (코어) 

물질의 자화 (magnetization)를 유도하며, 

이는 자속을 증가시킨다. 자성 물질의 높은 

투자율은 코일의 인덕턴스를 수천 배 증가

시킬 수 있다.

(k : 상수, μ : 코어의 투자율, n : 권선수 (捲線數, Turn수),

S : 코일 ring의 면적, l : 코일 길이)

3. 인덕터의 기능과 응용

앞서 언급했듯이, 인덕터는 아날로그 회로 

그림 2.  인덕턴스 증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
법 (TDK 자료 수정)[3].

dL
di
φ

=

2 1L k n S
l

µ= × × × ×

, ,di dt Vsv L L v Henry
dt di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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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호 처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커패

시터와 결합되어 동조 회로에 사용되거나,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걸러낼 수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인덕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

호 제어이며,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의 저장

이다.

3.1 신호 제어
신호 제어 기능은 주파수에 의존한다. 인

덕터를 통과하는 다양한 신호 중에서 잡음 

(noise)이 제거되거나, 선호되는 특정 신호들

만이 통과될 수 있다.

인덕터의 기능은 신호 주파수에 의존한다.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신호가 통과되기 어

렵다.

또한, 인덕터는 커패시터와 결합되어, 'LC 

필터'를 구성하며, 이는 선호되는 주파수의 

신호를 그렇지 않은 신호들과 분리해낸다. 

이러한 LC 필터는 '저대역 필터 (low-pass 

filter)'와 '고대역 필터 (high-pass filter)'

로 나눌 수 있다. 저대역 필터에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커패시터를 통과하

며 제거되고, 입력되는 낮은 주파수의 신호

는 인덕터를 통과하여 출력된다. 한편, 고대

역 필터에서는 입력되는 낮은 주파수의 신

호는 인덕터를 통과하며 제거되고, 입력되

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커패시터를 통과

하여 출력된다. 저대역 필터는 또한 높은 주

파수의 잡음 (noise)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기

도 한다.

3.2 에너지 저장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기적 에

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즉,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발생된 자기장

은 다시 전류를 발생시킨다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inductive reactance)는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에 반해 나타나며, 아래와 

같이 교류 전류의 주파수에 비례한다.

인덕턴스 (L)에 대해 직렬로 흐르는 교류 

전류 (진폭 A, 주파수 F)의 평균 전류는 다음

과 같다.

고주파의 신호는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러한 리액턴스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인덕터를 쵸크 코일 (choke 

coil)이라 한다.

그림 3.  인덕터를 경유하는 다양한 주파수의 
형태.

그림 4. LC 필터의 다양한 조합 [4].

2LX wL fLπ= =

2L
L

A A AI
wL fL X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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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ndust 상태도 (www.mag-inc.com).

4. 코어 소재

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인덕터도 존재하지

만, 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많은 인덕터는 다

양한 소재의 코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코

어 소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나타

내었다.

4.1 세라믹 코어 (에어 코어 (air core))[5]
세라믹은 인덕터 코어로서 보편적인 소재

이지만, 여기서는 페라이트를 제외한 세라

믹 소재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라믹 

코어를 사용하면, 아래에서 소개되는 페라

이트 코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소재 투

자율에 의한 자속 증가는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air core'로도 불린다. 세라믹 코어

의 주목적은 코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다. 세라믹은 아주 낮은 열팽창계수를 갖기 

때문에 사용 온도 범위에서 인덕턴스의 높

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세라믹 코어 인덕터

는 낮은 인덕턴스, 매우 낮은 코어 손실, 높

은 Q값이 요구되는 고주파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4.2 페라이트 코어 [6]
페라이트는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기타 

금속산화물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결정질 

(crystalline, spinel 등) 자성 물질이다. 이

러한 물질은 원료 혼합물을 고온에서 특정 

시간과 프로파일을 통하여 가열하여 얻어

진다. 대표적인 화학식은 ABFe2O4로 A와 B

는 주로 전이금속원소 (transition metal 

element)이며, 널리 쓰이고 있는 조합은 

MnZnFe2O4와 NiZnFe2O4 등이 있다.

4.3 Powdered iron core [7]
수소 환원된 철 (hydrogen reduced iron) 

분말로 이루어졌으며 높은 투자율과 낮은 Q

값은 갖는다. 내재된 (inherent) 공기 간극 

(air-gap)이 분포된 구조를 가지며, 이 공기 

간극은 페라이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속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덕터가 포

화 (saturation)c)되기 전에 높은 수준의 직류 

전류가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거의 100% 

철로 구성되며, 철 분말은 서로 간에 절연되

어 있으며, 페놀 수지 또는 에폭시 수지를 결

합제로 하여 코어 형태로 압착된다. 페라이

트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재료이며, 

그 투자율은 페라이트에 대해 더 안정된 온

도 계수를 갖는다.

4.4 Sendust core [8,9]
스위칭 전력 공급 (switching power 

supply)의 작동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파

워 인덕터의 코어 손실이 증가하며 열의 집

적 (heat build-up)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powdered iron core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

파수에서는 적절한 대체재로서 그 역할을 이

상적으로 담당했다. 그러나 그 주파수가 올

라감에 따라 powdered iron core에서도 추

가적인 온도 상승이 나타남에 따라 Sendust

가 개발되었다. 즉, 고주파에서의 열 발생

이 최소화된 코어 소재이다. Powdered iron 

c) 자기적 포화 (Magnetic saturation) : 외부 자기장이 물질 내부의 자화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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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표적인 straight cylindrical rod 
core (ht tp:// f l ickr .com/photos/
oskay/437342545/).

core와 마찬가지로 내재된 공기 간극이 분포

된 구조를 가지며, 이 공기 간극은 페라이트

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속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덕터가 포화되기 전에 높은 

수준의 직류 전류가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대략 85%의 철, 6%의 알루미늄 및 9%의 실

리콘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의 permalloy의 

대체제로 개발되었다. 고온에서 소결되어 코

어로 제작된다.

4.5 Molypermalloy powder (MPP)[10,11]
Powdered iron core, Sendust와 마찬가

지로 내재된 공기 간극이 분포된 구조를 가

지며, 이 공기 간극은 페라이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속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인덕터가 포화되기 전에 높은 수준의 

직류 전류가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대략 

79%의 니켈, 17%의 철 및 4%의 몰리브덴으

로 구성되며, 몰리브덴-펌얼로이 (니켈-철 

합금)가 이름의 유래이다. MPP는 가장 낮

은 코어 손실을 나타내며, Sendust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더 

높은 투자율을 나타낸다. sendust와 마찬가

지로 스위칭 전력 공급에 적합하지만, 다른 

소재에 비해 비용이 심각할 정도로 높으며, 

매우 높은 압착 압력이 요구됨에 따라 형태

가 토로이드 (toroid, doughnut)로 한정되

어 있다.

5. 코어의 형태

인덕터에 있어서 코어의 사용은 강도를 크

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생성되는 자기장의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용되는 인덕터

의 특성은 (1) 자성 코어의 기하학적 구조, 

(2) 자기 회로내의 공기 간극량, (3) 코어 소

재의 자기 특성 (투자율 및 히스테리시스d)), 

(4) 동작 온도 등에 의존한다. 많은 응용 사

례에서 가해진 자기장이 제거되었을 때, 코

어가 자화를 유지하고 있는 히스테리시스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이 에너지 손실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자성 코어의 기하학적 구조와 공기 간극량에 

해당되는 코어의 형태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

는 사례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12].

5.1 Air core
자성체 코어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플

라스틱이나 (자성체가 아닌) 세라믹 코어에 

감겨진 코일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강도를 

가져 구조를 지지할 수 있어 내부에 공극을 

갖는 인덕터 형태이다. 매우 낮은 인덕턴스

를 갖고 있어, RF 영역e)의 회로에 사용되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5.2 Straight cylindrical rod core
페라이트 및 비슷한 소재로 가장 널리 만

들어지는 형태로, 특히 라디오의 동조 회로

d)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 전기 전자시스템의 출력이 입력 전류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입력 이력에 의존하는 정도. 
입력 이력이 시스템의 내부 상태 (internal stat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출력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내부 상태 또는 입력 이력을 알아야 한다.

e) Radio Frequency : 3 ㎑에서 300 ㎓ 사이에 해당되는 주파수 영역으로 주로 전기, 통신 분야의 주파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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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다. 코일 중앙에 위치한 코어의 위

치를 미세 조정하여 인덕턴스를 미세하게 동

조시킬 수 있다. 코어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수지 (resin)로 고착시키는 경우도 있

다. 높은 투자율의 코어는 인덕턴스를 증가

시키지만, 코어 양단 (the ends of the rod)

에서 방사상으로 방출되는 자기장이 주변에 

전자기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5.3 Single "I" core
Cylindrical rod core와 같으나, 단면이 정사

각형이다. 주로 자동차 점화용 코일에 사용된다.

5.4 "C" (or "U") core
C (또는 U)자형 코어는 또 다른 C자형 코

어와 더불어 정사각형의 폐쇄 코어 (square 

closed core)를 형성한다. 코일은 한쪽 혹은 

양쪽에 감긴다 (그림 7).

5.5 "E" core
E자형 코어는 대칭성 폐쇄 코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선은 중앙 부분에 

감겨지는데, 이 중앙 부분은 양쪽 부분 각각

의 단면적에 비해 두 배의 면적을 갖고 있다.

5.6 Toroidal core
도넛 (doughnut) 형태의 코어로서, 코일

은 구멍 주위의 원환체 (torus)에 감긴다. 원

주 전체에 고루 감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러한 구조의 대칭성은 각진 모서리가 없음으

로 해서 자기장이 코어 내부에 형성되어 제

그림 8. 다양한 형태의 E자형 코어.

그림 7. "C" (or "U") core.

그림 9. Toroidal core.

그림 10.  대표적인 권선형 인덕터의 개요 (TDK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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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게 (constrain) 함으로써, 고효율의 변환

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일에 의해 

방사되는 전자기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권선 

(winding wires)의 어려움이 있다.

6. 인덕터의 형태

수많은 전자 장비와 응용 분야에 따라 다

양한 인덕터가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사용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인덕터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위에서 소개

한 코어 형태에 따라, 인덕터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으나, 다르게는 크게 권선형 (wire-

wound type)과 적층형 (multilayer type)으

로 나눌 수 있겠다 [13].

6.1 권선형
코어를 가지며 코일이 코어에 감기는 형태

를 갖는 인덕터로 위에서 소개한 코어가 사

용되는 부분이다. 권선 이후, 수지 (resin)로 

외부를 몰딩 (molding)하고 외부 전극을 처

리하여 부품화된다 (그림 10).

6.2 적층형
후막 성형법으로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될 

칩형 인덕터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인덕

터. 자성체가 아닌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저손실 특성이 강조된다 (그림 11).

6.3 박막형
권선형과 적층형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고전류에 견디면서 소형화가 

가능하여 향후 권선형과 적층형 시장을 빠르

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7. 인덕터의 응용

인덕터의 응용은 전력 공급 장비에 사용되

는 대용량 인덕터로 부터 고주파 간섭을 방지

하기 위해 케이블 주위를 둘러싸는 페라이트 

그림 11.  대표적인 적층형 인덕터의 개요 (TDK 
자료 수정).

그림 12.  대표적인 박막형 인덕터의 개요 (TDK 
자료 수정).

그림 13.  (a) USB 케이블 끝 부분을 둘러 싼 페
라이트 비드, (b) 플라스틱 쉘을 제거한 
모습.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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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 (ferrite bea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보다 더 작은 인덕터/커패시터의 조합은 

라디오나 TV의 동조회로에 사용되기도 한

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직류 전류를 만들

어 내는 스위치 모드 전력 공급 (switched-

mode power supply)에 사용되기도 한다. 여

기서 인덕터는 'off'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도

록 만든다. 2개 이상의 근접한 인덕터는 상

호 유도 현상 (mutual inductance)에 의해 

변환기 (transformer)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덕터의 부가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전자기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필터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특

성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 체적을 가져야 하

므로, 반도체에 집적될 수 없어서 최근의 전

자 장비, 특히 휴대용 장비에서의 응용은 점

차 감소되고 있다. 최근의 휴대폰, TV, PC, 

게임기, 자동차 등에는 크게 신호 제어, 전력 

공급 및 잡음 억제, 이렇게 세 가지 용도에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부품 

형태로서의 응용 분야를 아래에 나타낸다. 

7.1  Step-down regulator 
    (Buck regulator)[14]

기초적인 직류-직류 변환 (DC to DC 

converter)의 하나로서, 조정되지 않은 

(unregulated) 입력 전압에 대해, 더 낮지만 

조정된 (regulated) 출력 전압을 만들어 낸

다. 입력 전압을 직렬로 연결된 스위치 (트

랜지스터)로 잘라냄으로써 (chopping) 펄스 

(pulse)를 인덕터와 커패시터 조합으로 평균

화 (averaging)시킨다 (그림 14).

7.2 Step-up regulator (boost regulator)[15]
기초적인 직류-직류 변환의 하나로서, 

조정되지 않은 입력 전압에 대해, 더 높지

만 조정된 출력 전압을 만들어 낸다. 입력

단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스위치를 바꿈 

(shunt)으로써 off된 회로에 전류로 흘러 나

감으로서 만들어진다 (그림 15).

7.3 Common-mode choke [16]
2개의 전선에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전기

적 간섭 또는 공통형 잡음 (common-mode 

noise)을 희석하기 (attenuate) 위해 사용되

그림 14.  Step-down regulator (VISHAY 
Inductors 101).

그림 15.  Step-up regulator (VISHAY Inductors 
101).

그림 16.  Common-mode choke (VISHAY 
Inductor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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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종의 변환기 (transformer)로 설정되

어, 변환기 내에서 잡음이 소멸되도록 고안

된다 (그림 16).

7.4 필터
다양한 수동 소자 (인덕터, 커패시터, 저

항)의 조합으로 특정 주파수 또는 그 주파수 

이상, 이하의 전기적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

한 회로나 장치를 일컫는다. 필터에 대한 자

세한 담론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

외로 한다.

7.5 Impedance matching
2개의 회로가 쌍을 이룰 (coupled) 때, 한 

회로의 출력 임피던스 (impedance)g)가 다른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와 동일하도록 맞추는 

조건. 두 회로의 연결 임피던스가 동일할 때 

최소의 전력 loss가 발생된다.

8. 인덕터 시장 동향 [17]

2013년 시장 규모가 대략 7조원으로 대표

적인 수동 소자인 커패시터 (MLCC)의 8조원

과 유사하며, 제품별로 파워 인덕터 22%, 일

반 (저주파) 인덕터 17%, 고주파 인덕터 9%, 

CMF (common mode filter) 8%, chip beads 

6%, 기타 38%로 구성돼 있다. 인덕터 부품

은 set의 다기능화 및 데이터 처리 고속화 추

세와 함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 간섭이 만연해지면서 인덕터의 중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최근의 스마트폰 1대

당 인덕터 채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set의 주파수와 전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qualcomm의 PMIC (power management IC)

의 주파수는 과거 3.2 ㎒ 수준에서 지금은 10 

㎒까지 높아졌다. 인덕터 시장은 연평균 9%

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덕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면, 일본의 

TDK가 최고 강자이며, 그 외 Murata, Taiyo 

Yuden, Cyntec (대만), Toko 등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TDK는 권선형 위주의 사업

을 전개하고 있으며, murata는 적층형 시장

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TDK의 2013년도 

3분기 (CY 기준) 누적 인덕터 매출은 1,017

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인덕터 및 기타 제품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오랜 적자에서 벗어났다.

국내의 삼성전기는 MLCC 시장에서는 24%

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업계 2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인덕터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한 

상태이다.

9. 결 론

인덕터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3대 수동 

소자인 인덕터 (L), 커패시터 (C), 저항 (R) 

그림 17. 인덕터 주요 업체 매출 비교.

g) 임피던스  (impedance) : 전기 회로에 교류를 흘렸을 경우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하며, 주파수에 
관계없는 저항 R과 주파수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리액턴스 X로 나뉘어진다. 복소 임피던스로 주로 표시된다.  

             
1( ) R LL CZ R jX R j X X j w

wC
 = + = + − = + = − 
 

(여기서, w는 주파수).

             2 2 2 1Z R X R wL
wC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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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인 기본 소자로서, 현대 사회의 

전기 전자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양한 코어 재료가 개발되었으며, 또한 다

양한 코어 형태도 디자인되었으며, 최근에

는 후막 적층 기술을 이용한 적층형 인덕터 

및 박막형 인덕터 등이 고주파 대역의 수요 

증가로 개발된 실정이다. 추후 점점 더 경

박단소화되어가는 전자산업 속에 인덕터 시

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이를 위

하여 특히 인덕터의 소형화가 큰 관심을 끌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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