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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제품에 관한 주의사항

폐사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주 의

■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 

본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은 2019년 10월 기준입니다. 제품의 업데이트 등으

로 인해 예고 없이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나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카탈로그 기재 내용 또는 납입사양서의 범위 외에서 폐사제품을 사용

하여 그 사용기기에 손해, 불량 등이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사양서의 승인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상세한 사양에 관해서는 납입사양서가 준비되

어 있으므로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사제품의 사용 전에, 반드시 

납입사양서에 대한 승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기기에서의 사전 평가 

폐사제품 사용 시에는 사용할 기기에 실제로 장착된 상태 및 실제 사용 환경에

서의 평가 및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의 한정 

1. 사용 가능한 기기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은 일반적인 전자기기 【AV기기, OA기기, 가전

제품, 사무기기,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PC 등)】및 본 카탈로그 또는 납

입사양서에 개별로 기재된 기기에 범용•표준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용 전자기기, 통신 인프라•산업기기, 의료기기(등급분류 1등

급, 2등급, 3등급)에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기기에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본 카탈로그 또는 납입사양서의 내용을 확

인 후, 당해 제품을 사용 부탁 드립니다. 

2. 개별 문의가 필요한 기기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그 고장이나 불량, 또는 그것에 기인

하는 오작동이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위해나 손해를 가할 우려, 또는 사회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아래의 기기(본 카탈로그 또는 납입사

양서에 기재된 사용 가능한 기기 제외)에의 사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반드

시 사전에 폐사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1) 운송기기(자동차 구동 제어장치, 열차 제어장치, 선박 제어장치 등)

(2) 교통용 신호기기

(3) 방재•방범기기

(4) 의료기기(등급분류 3등급)

(5) 공공성이 높은 정보통신기기•정보처리기기(전화교환기, 전화•무

선•방송 등의 기지국 등)

(6) 그 외, 상기와 동등한 품질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기

3. 사용금지기기
고도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아래의 기기에 대하여는 폐사제품

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1) 우주기기(인공위성, 로켓 등)

(2) 항공기기(※주1)

(3) 의료기기(등급분류 4등급), 임플란트(체내 식립형) 의료기기(※주2)

(4) 발전제어기기(원자력•수력•화력발전소 용 등의 기기 등)

(5) 해저기기(해저 중계 기기, 해중 작업 장치 등)

(6) 군사용기기

(7) 그 외, 상기와 동등한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기

※주1: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미치지 않는 기기 【기내 엔터테인먼트 기기, 

기내조명, 전동시트, 조리용기기 등】에 한하여, 폐사가 별도 지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폐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의 사용을 검

토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체내에 식립하는 체내 장치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하는 체외 장치도 포함합니다. 

4. 책임의 제한
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폐사가 사용 용도로 정하지 않

은 기기, 앞서 기술한 폐사로의 문의가 필요한 기기 또는 폐사가 사용을 금

지하는 기기에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또는 제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설계 

안전성이나 신뢰성의 요구가 높은 기기, 회로 등에 폐사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안전성 평가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또, 보호회로•보호

장치를 설치한 시스템, 다중회로를 설치하여 단일 고장으로는 불안전하게 되

지 않는 시스템 등에 의한 고장안전(fail-safe)설계를 하여,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를 부탁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의 취급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정보는 제품의 대표적 동작•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서, 그러한 사용 시에 폐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그 외의 권리에 대한 보증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범위 

폐사제품의 보증범위는 납입된 폐사제품 단품의 보증에 한정되고, 폐사제품

의 고장이나 불량으로부터 유발되는 손해에 관해서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

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본거래계약서, 품질보증협정서 등 

별도의 서면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보증합니다.

■	정규판매채널 

본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은 폐사의 영업소•판매 자회사•판매 대리점(소위 

‘정규판매채널’)으로부터 구입하신 폐사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기 이외로

부터 구입하신 폐사제품에 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수출 주의사항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일부에는 수출 시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

법’ 및 미국의 수출관리 관련법규 등의 규제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절차를 취

하실 필요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 20

for General Electronic Equipmentfor General Electronic Equipment

coil_smd_e-E08R01 

SMD COMMON MODE CHOKE COIL FOR DC AND SIGNAL LINES 
 REFLOW 

 
■PARTS NUMBER *Operating Temp. : -25～+105℃（Including self-generated heat） 

 

B U  0 5  M C  △ 0 1  △ T  △ △＝Blank space 

①  ②  ③  ④  ⑤  ⑥  
 

 

①Series name 

Code Series name 

BU Common mode choke coil 

 

②Dimensions of core 

Code Dimensions of core［mm］ 

05 5.0 

 

③Shape 

Code Shape 

MC Surface mount type 
 

④Product classification code 

Code Product classification code 

△01～△10 Product classification code 

 

⑤Packaging 

Code Packaging 

△T Taping 

 

⑥Internal code 

Code Internal code 

△ Standard 
  

 

 

■STANDARD EXTERNAL DIMENSIONS / MINIMUM QUANTITY 

 

BU05MC 〔2 Lines〕 type BU05MC 〔3 Lines〕 type 

5.
3±

0
.5

（
0
.2

0
9±

0
.0

20
）

2
.6

±
0
.2

（
0.

10
2±

0
.0

0
8）

① ② ③

0.5

（0.020）

⑤ ④

0.2

（0.008）

0.5

（0.020）

0.1min

（0.004min）

2.7±0.2

（0.106±0.008）

3.0±0.2

（0.118±0.008）

5.0±0.3

（0.197±0.012）  
Minimum quantity (pcs.) 

Embossed tape 

2500 
 

1.5±0.2

（0.059±0.008）

5.0±0.3

（0.197±0.012）

5
.3

±
0
.5

（
0
.2

0
9
±

0
.0

2
0
）

2
.6

±
0
.2

（
0
.1

0
2
±

0
.0

0
8）

① ② ③

0.5

（0.020）

⑥ ④⑤

0.2

（0.008）

0.5

（0.020）

0.1min

（0.004min）

2.7±0.2

（0.106±0.008）

 
Minimum quantity (pcs.) 

Embossed tape 

2500 
 

Unit：mm（inch） 

The values without tolerance are for reference only. 

 

■PARTS NUMBER 

 

Parts number EHS 
Number of 

lines 

Impedance 

［Ω］（typ.） 

Measuring 

frequency 

［MHz］ 

DC Resistance 

［Ω］（max.） 

Rated current 

［A］（max.） 

Rated voltage 

［V］（D.C.） 

Insulation 

resistance 

［MΩ］（min.） 

BU05MC 01 T RoHS 2 1000 60 0.12 1.0 50 100 

BU05MC 08 T RoHS 3 700 60 0.11 0.5 50 100 

  

 

 

▶	본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폐사제품을	검토하실	때에는	납입	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제품의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폐사	웹	사이트(http://www.ty-top.com/)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노
이
즈 

대
책 

부
품

Com
m

on M
ode Choke Coils

SMD Common Mode Choke Coils(DC, 신호라인용)
리플로우

아이템 일람

품번 라인수
임피던스

［Ω］(typ.)

정격전류

［A］(max.)

측정주파수

［MHz］

직류저항

［Ω］(max.)

절연저항

［MΩ］(min.)

정격전압

［V］(D.C.)

①형식

⑥당사관리기호

⑤포장

④시작번호

②코어의 긴쪽 사이즈

③형상

기호

기호

기호

기호기호

기호

형식

당사관리기호

포장

시작번호

품번 표기법

표준외형크기／최소수주 단위수

공차가 없는 수치는 참고치입니다.

스페이스

※사용온도범위: -25～+105℃(제품자기발열 포함)

면실장타입 표준품

시작번호

테이핑

코어의 긴쪽 사이즈［mm］

형상

단위：mm(inch)



▶ This catalog contains the typical specification only due to the limitation of space. When you consider the purchase of our products, please check our specification. 

For details of each product (characteristics graph, reliability information, precautions for use, and so on), see our Web site (http://www.ty-to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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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 COMMON MODE CHOKE COILS FOR DC AND SIGNAL LINES， 

BALUN TRANSFORMERS 
 

■PACKAGING 

 

①Minimum Quantity 

Type 
Minimum Quantity [pcs] 

Box Taping 

BU05MC － 2500 

BU06MB  150 － 

  

②Tape material 

●Embossed Tape 
 

Top tape 

Base tape 

Sprocket hole 

Chip cavity 
     

 

Chip 

Chip Filled 

First pin 
 

 

③Taping dimensions 

●Embossed tape 12mm wide (0.472 inches wide) 

 

T

K

F 2.0±0.1

(0.079±0.004)

4.0±0.1

(0.157±0.004)

1.75±0.1

(0.069±0.004）

5
.5

±
0
.1

(0
.2

1
7
±

0
.0

0
4
)

1
2
.0

±
0
.3

(0
.4

72
±

0.
0
1
2)

φ1.5＋0.1/－0

(φ0.059＋0.004/-0)Sprocket hole

A

B

Unit：mm（inch） 

 

Type 
Insertion 

pitch 

Chip cavity  Tape thickness 

A B K T 

BU05MC 
8.0±0.1 

(0.315±0.004) 

 5.2±0.1 

(0.205±0.004) 

5.6±0.1 

(0.220±0.004) 

3.2±0.1 

(0.126±0.004) 

0.4±0.05 

(0.016±0.002) 

     Unit：mm（inch） 
 

④Leader and Blank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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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tails of each product (characteristics graph, reliability information, precautions for use, and so on), see our Web site (http://www.ty-to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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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Reel size 

 
 

2.0±0.5 
（0.079±0.020） 

φ21.0±0.8 
（φ0.827±0.031） 

φ13.0±0.5 
（φ0.512±0.020）

R1.0 

φd φD 

W   
 

Type  φD  φd W 

BU05MC 
330±2.0 

（12.99±0.079） 

80±1.0 

（3.15±0.039） 

13.5±1.0 

（0.53±0.039） 

   Unit：mm（inch） 
 

 

 



▶ This catalog contains the typical specification only due to the limitation of space. When you consider the purchase of our products, please check our specification. 

For details of each product (characteristics graph, reliability information, precautions for use, and so on), see our Web site (http://www.ty-to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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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 COMMON MODE CHOKE COILS FOR DC AND SIGNAL LINES， 

BALUN TRANSFORMERS 
 

■PRECAUTIONS 

 

1. Circuit Design 

Precautions 

◆Operating environment 

1. The products described in this specification are intended for use in general electronic equipment, (office supply equip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s, measuring equipment, and household equipment). They are not intended for use in mission-critical 

equipment or systems requiring special quality and high reliability (traffic systems, safety equipment, aerospace systems, nuclear 

control systems and medical equipment including life-support systems,) where product failure might result in loss of life, injury or 

damage. For such uses, contact TAIYO YUDEN Sales Department in advance. 

 

2. PCB Design 

Precautions 
◆Land pattern design 

1. Please contact any of our offices for a land pattern, and refer to a recommended land pattern of specifications. 

Technical 

considerations 

◆Land pattern design 

Surface Mounting 

・ Mounting and soldering conditions should be checked beforehand. 

・ Applicable soldering process to these products is reflow soldering only. 

・ Recommended Land Patterns 

【BU05MC】 
0.5 0.5

1 1 1

1.4

1.4

3.2

Unit：mm 

 

3. Considerations for automatic placement 

Precautions 

◆Adjustment of mounting machine 

1. Excessive impact load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products when mounting onto the PC boards. 

2. Mounting and soldering conditions should be checked beforehand. 

Technical 

considerations 

◆Adjustment of mounting machine 

1. When installing products, care should be taken not to apply distortion stress as it may deform the products. 

 

4. Soldering 

Precautions 

◆Reflow soldering 

1. Please contact any of our offices for a reflow soldering, and refer to the recommended condition specified. 

2. This product can be used reflow soldering only. 

3. Please do not add any stress to a product until it returns in normal temperature after reflow soldering. 

◆Lead free soldering 

1. When using products with lead free soldering, we request to use them after confirming adhesion, temperature of resistance to soldering 

heat, soldering etc sufficiently. 

◆Recommended conditions for using a soldering iron 

【BU05MC】 

・ Put the soldering iron on the land-pattern. 

・ Soldering iron's temperature - Below 350℃ 

・ Duration - 3 seconds or less 

・ The soldering iron should not directly touch the inductor. 

Technical 

considerations 

◆Reflow soldering 

1. If products are used beyond the range of the recommended conditions, heat stresses may deform the products, and consequently 

degrade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s. 

◆Recommended conditions for using a soldering iron 

If products are used beyond the range of the recommended conditions, heat stresses may deform the products, and consequently degrade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s. 

 

5. Cleaning 

Precautions 
◆Cleaning conditions 

1. Please contact any of our offices for a cleaning. 



▶ This catalog contains the typical specification only due to the limitation of space. When you consider the purchase of our products, please check our specification. 

For details of each product (characteristics graph, reliability information, precautions for use, and so on), see our Web site (http://www.ty-to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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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ndling 

Precautions 

◆Handling 

1. Keep the product away from all magnets and magnetic objects. 

◆Breakaway PC boards (splitting along perforations) 

1. When splitting the PC board after mounting product, care should be taken not to give any stresses of deflection or twisting to the board. 

2. Board separation should not be done manually, but by using the appropriate devices. 

◆Mechanical considerations 

1. Please do not give the product any excessive mechanical shocks. 

2. Please do not add any shock and power to a product in transportation. 

◆Pick-up pressure 

1. Please do not push to add any pressure to a winding part. Please do not give any shock and push onto an exposed part of ferrite cores. 

◆Packing 

1. Please avoid accumulation of a packing box as much as possible. 

Technical 

considerations 

◆Handling 

1. There is a case that a characteristic varies with magnetic influence. 

◆Breakaway PC boards (splitting along perforations) 

1. The position of the product on PCBs shall be carefully considered to minimize the stress caused from splitting of the PCBs. 

◆Mechanical considerations 

1. There is a case to be damaged by a mechanical shock. 

2. There is a case to be broken by the handling in transportation. 

◆Pick-up pressure 

1. An excessive shock or stress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duct or a deterioration of a characteristic. 

◆Packing 

1. If packing boxes are accumulated, that could cause a deformation on packing tapes or a damage on the products. 

 

7. Storage conditions 

Precautions 

◆Storage 

1. To maintain the solderability of terminal electrodes and to keep the packing material in good condi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storage area should be controlled. 

・ Recommended conditions 

Ambient temperature : 0～40℃, Humidity : Below 70% RH 

The ambient temperature must be kept below 30℃. Even under ideal storage conditions, the solderability of electrodes may decrease 

gradually. For this reason, the products should be used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of delivery. In case of storage over 6 months, 

solderability shall be checked before actual usage. 

Technical 

considerations 

◆Storage 

1. Under a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environment, problems such as reduced solderability caused by oxidation of terminal electrodes 

and deterioration of taping/packaging materials may take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