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폐사제품에 관한 주의사항

폐사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일반적인 전자기기용 】

■ 본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은 2018년 10월 기준입니다. 기재 내용은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카탈로그 기재 내용 또는 납입사양서의 범위 

외에서 폐사제품을 사용하여 그 사용기기에 손해, 하자 등이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사양에 관해서는 납입사양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사제품 사용 시에는 사용할 기기에 실제로 장착된 상태 및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평가 및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은 일반적인 전자기기 【AV기기, OA기기, 가전제품, 사무기기,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PC 등)】및 의

료기기(등급분류 1등급, 2등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 있는 기기 【수송용기기(자동차 구동 제어장치, 열차 제어장치, 선박 제어장치 등), 교통용신호기기, 방재기기, 의료기기(등급

분류 3등급), 공공성이 높은 정보통신기기(전화교환기, 전화•무선•방송 등의 기지국)】 등으로의 사용을 검토하시는 경우에는 반

드시 사전에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도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기 【우주용기기, 항공용기기（※） , 의료기기(등급분류 4등급), 원자력용제어기기, 해

저용기기, 군사용기기 등】에 대해서는 폐사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주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 지장을 미치지 않는 기기【기내 엔터테이먼트 기기, 기내조명, 전동시트, 조리용기기 등】에 한하여, 폐사가 별도 지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폐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의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있어서도 안전성이나 신뢰성의 요구가 높은 기기, 회로 등에 폐사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시고, 필요에 따라 설계 시에 보호회로 등을 추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앞서 기술한 폐사로의 문의가 필요한 기기 또는 폐사가 사용을 금지하는 기기에 본 카

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정보는 제품의 대표적 동작 ・ 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용 시에 폐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그 

외의 권리에 대한 보증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폐사제품의 보증범위는 납입된 폐사제품 단일체의 보증에 한정되고, 폐사제품의 고장이나 하자로부터 유발되는 손해에 관해서 

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본거래계약서, 품질보증협정서 등 별도의 서면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보증합니다.

■ 본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은 폐사의 영업소•판매 자회사•판매 대리점(소위 ‘정규 판매 채널’)으로부터 구입하신 폐사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기 이외로부터 구입하신 폐사제품에 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 주의사항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일부에는 수출 시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및 미국의 수출관리 관련법규 등의 규제를 확인하

신 후 필요한 절차를 취하실 필요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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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용량 범위

형상 Fig. 형상 mm （inch） 형명 표기법

RA/RB Series
링 코어

RD Series
플랫케이블용 코어

MA Series
발룬 코어

φD : 3.0～40.0 （0.118～1.57）
φd : 1.0～27.0 （0.039～1.06）
  L : 2.0～28.0 （0.079～1.10）

A : 3.0～8.0 （0.118～0.315）
B : 21.7～57.0 （0.854～2.244）
C : 8.0～12.0 （0.315～0.472）

A : 1.9～4.0 （0.075～0.157）
B : 3.4～7.0 （0.134～0.276）
C : 2.0～5.0 （0.079～0.197）

링 코어（RA/RB series）

RA RB

■ 특징 ■ 형상

◦3.0φ～40φ까지 상품종류가 풍부

（예）

 BP53 RB 120 070 060 M

  보조기호
  길이（L）
  내경（φd）
  외경（φD）
  형상
  재질

（예）

 BP53 RD 030 310 120 M

  보조기호
  두께（C）
  긴 변（B）
  짧은 변（A）
  형상
  재질

（예）

 BP53 MA 19 034 020 AA

  보조기호
  높이（C）
  폭（B）
  두께（A）
  형상
  재질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형상
（□□□□에는 재질명이 들어갑니다.）

외형크기 mm （inch）
적응재질

φD φd L

□□□□RA030010020M 3.0＋0.15
ー0.1（0.118＋0.006

ー0.004） 1.0±0.1（0.039±0.004） 2.0＋0.15
ー0.1（0.079＋0.006

ー0.004） BP53・CP22

□□□□RA030010040M 3.0＋0.15
ー0.1（0.118＋0.006

ー0.004） 1.0±0.1（0.039±0.004） 4.0＋0.2
ー0.15（0.157＋0.008

ー0.006） BP53

□□□□RA035010045M 3.5＋0.15
ー0.1（0.138＋0.006

ー0.004） 1.0±0.1（0.039±0.004） 4.5±0.2（0.177±0.008）

BP53・CP22
□□□□RA035013030M 3.5＋0.15

ー0.1（0.138＋0.006
ー0.004） 1.3＋0.2

ー0 （0.051＋0.008
ー0 ） 3.0±0.15（0.118±0.006）

□□□□RA035013050M 3.5＋0.15
ー0.1（0.138＋0.006

ー0.004） 1.3＋0.2
ー0 （0.051＋0.008

ー0 ） 5.0±0.2（0.197±0.008）
□□□□RA040020020M 4.0±0.15（0.157±0.006） 2.0±0.1（0.079±0.004） 2.0＋0.15

ー0.1（0.079＋0.006
ー0.004）

□□□□RA040020050M 4.0±0.15（0.157±0.006） 2.0±0.1（0.079±0.004） 5.0±0.2（0.197±0.008） BP53

□□□□RA040020070M 4.0±0.15（0.157±0.006） 2.0±0.1（0.079±0.004） 7.0±0.3（0.276±0.012） BP53・CP22

□□□□RA045016050M 4.5±0.15（0.157±0.006） 1.6＋0.15
ー0.1（0.063＋0.006

ー0.004） 5.0±0.2（0.197±0.008） BP53

□□□□RB052025050M 5.2±0.2（0.205±0.008） 2.5±0.1（0.098±0.004） 5.0±0.2（0.197±0.008）
BP53・CP22□□□□RB060030020M 6.0±0.2（0.236±0.008） 3.0＋0.1

ー0.15（0.118＋0.004
ー0.006） 2.0＋0.15

ー0.1（0.079＋0.006
ー0.004）

□□□□RB080040030M 8.0＋0.15
ー0.1（0.315＋0.006

ー0.004） 4.0±0.15（0.157±0.006） 3.0±0.15（0.118±0.006）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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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 코어

■ 특징

◦ 손실분이 큰 페라이트 재료를 사용

◦ 실장이 용이하고 효과가 크다.

◦ 용도, 대책장소에 맞춘 폭넓은 다양성

■ 용도

◦ 각종 디지털기기의 인터페이스 케이블 벨트 등이 원인이 되는 불요복사전계, 
잡음단자전압 및 이뮤니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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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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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코어（RA/RB series）

RD형

발룬 코어（MA series）

MA

■ 특징 ■ 형상

◦ 소형형상을 갖추고 있다.

RD

■ 특징 ■ 형상

◦ 심수 12~32까지 제품이 풍부

◦ 플렉시블(Flexible) 플렛케이블용 코어도 라인업

형명
외형크기 mm （inch）

A B C φD E

BP53 MA19034020AA 1.9±0.2（0.075±0.008） 3.4±0.3（0.134±0.012） 2.0±0.15（0.079±0.006） 0.9±0.1（0.035±0.004） 1.4（0.055）
CP22 MA26053020AA 2.6±0.3（0.102±0.012） 5.3±0.3（0.209±0.012） 2.0±0.3（0.079±0.012） 1.4±0.2（0.055±0.008） 2.5（0.098）
CP22 MA26053040AA 2.6±0.3（0.102±0.012） 5.3±0.3（0.209±0.012） 4.0±0.3（0.157±0.012） 1.4±0.2（0.055±0.008） 2.5（0.098）
BP53 MA30060040BA 3.0±0.3（0.118±0.012） 6.0±0.3（0.236±0.012） 4.0±0.3（0.157±0.012） 1.5±0.2（0.059±0.008） 3.0（0.118）
CP22 MA30060050AA 3.0±0.3（0.118±0.012） 6.0±0.3（0.236±0.012） 5.0±0.3（0.197±0.012） 1.0±0.2（0.039±0.008） 2.5（0.098）
CP22MA40070050AA 4.0±0.3（0.157±0.012） 7.0±0.3（0.276±0.012） 5.0±0.3（0.197±0.012） 1.8±0.2（0.071±0.008） 3.0（0.118）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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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에는 재질명이 들어갑니다.）

외형크기 mm （inch）
적응재질

φD φd L

□□□□RA100060100M 10.0±0.3（0.394±0.012） 6.0±0.2（0.236±0.008） 10.0±0.5（0.394±0.020）
BP53

□□□□RA100060140M 10.0±0.3（0.394±0.012） 6.0＋0.2
ー0.3（0.236＋0.008

ー0.012） 14.0±0.5（0.551±0.020）
□□□□RB120070060M 12.0±0.4（0.472±0.016） 7.0±0.25（0.276±0.010） 6.0±0.3（0.236±0.012） BP53・CP22

□□□□RB120070150M 12.0±0.4（0.472±0.016） 7.0±0.25（0.276±0.010） 15.0±0.8（0.591±0.031）

BP53

□□□□RB120080130M 12.0±0.4（0.472±0.016） 8.0±0.25（0.315±0.010） 13.0±0.7（0.512±0.028）
□□□□RB140063280M 14.0±0.45（0.551±0.018） 6.35±0.25（0.250±0.010） 28.0±1.5（1.10±0.059）
□□□□RB140070100M 14.0±0.45（0.551±0.018） 7.0±0.25（0.276±0.010） 10.0±0.5（0.394±0.020）
□□□□RB160070200M 16.0±0.5（0.630±0.020） 7.0±0.25（0.276±0.010） 20.0±1.0（0.787±0.039）
□□□□RB160080280M 16.0±0.5（0.630±0.020） 8.0±0.3（0.315±0.012） 28.0±1.5（1.10±0.059）
□□□□RB160100140M 16.0±0.5（0.630±0.020） 10.0±0.3（0.394±0.012） 14.0±0.7（0.551±0.028）
□□□□RB190120080M 19.0±0.6（0.748±0.024） 12.0±0.4（0.472±0.016） 8.0±0.4（0.315±0.016） BP53・CP22

□□□□RB200100100M 20.0±0.6（0.787±0.024） 10.0±0.3（0.394±0.012） 10.0±0.5（0.394±0.020）

BP53
□□□□RB250150120M 25.0±0.8（0.984±0.031） 15.0±0.5（0.591±0.020） 12.0±0.6（0.472±0.024）
□□□□RB260130280M 26.0±0.8（1.02±0.031） 13.0±0.4（0.512±0.016） 28.0±1.5（1.10±0.059）
□□□□RB280160130M 28.0±0.9（1.10±0.035） 16.0±0.5（0.630±0.020） 13.0±0.7（0.512±0.028）
□□□□RB310190100M 31.0±1.1（1.22±0.043） 19.0±0.6（0.748±0.024） 10.0±0.5（0.394±0.020） BP53・CP22

□□□□RB400270150M 40.0±1.2（1.57±0.047） 27.0±0.9（1.06±0.035） 15.0±0.8（0.591±0.031） BP53

형명
외형크기 mm （inch）

적응 플랫케이블 심수
A B C D E

BP53RD030310120M  3.0 （0.118）  31.0 （1.22）  12.0 （0.472）  0.8 （0.031）  28.0 （1.10）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50380120M  5.0 （0.197）  38.0 （1.50）  12.0 （0.472）  0.8 （0.031）  34.0 （1.34）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50570120M  5.0 （0.197）  57.0 （2.24）  12.0 （0.472）  0.8 （0.031）  53.0 （2.09）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65220080M  6.5 （0.256）  21.7 （0.854）  8.0 （0.315）  1.3 （0.051）  16.5 （0.650） 12

BP53RD065270080M  6.5 （0.256）  27.0 （1.06）  8.0 （0.315）  1.3 （0.051）  21.8 （0.858） 16

BP53RD065330080M  6.5 （0.256）  33.0 （1.30）  8.0 （0.315）  1.3 （0.051）  27.8 （1.09） 20

BP53RD065400120M  6.5 （0.256）  40.0 （1.57）  12.0 （0.472）  1.3 （0.051）  34.8 （1.37） 26

BP53RD080480080M  8.0 （0.315）  48.0 （1.89）  8.0 （0.315）  2.0 （0.079）  42.0 （1.6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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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코어（RA/RB series）

RD형

발룬 코어（MA series）

MA

■ 특징 ■ 형상

◦ 소형형상을 갖추고 있다.

RD

■ 특징 ■ 형상

◦ 심수 12~32까지 제품이 풍부

◦ 플렉시블(Flexible) 플렛케이블용 코어도 라인업

형명
외형크기 mm （inch）

A B C φD E

BP53 MA19034020AA 1.9±0.2（0.075±0.008） 3.4±0.3（0.134±0.012） 2.0±0.15（0.079±0.006） 0.9±0.1（0.035±0.004） 1.4（0.055）
CP22 MA26053020AA 2.6±0.3（0.102±0.012） 5.3±0.3（0.209±0.012） 2.0±0.3（0.079±0.012） 1.4±0.2（0.055±0.008） 2.5（0.098）
CP22 MA26053040AA 2.6±0.3（0.102±0.012） 5.3±0.3（0.209±0.012） 4.0±0.3（0.157±0.012） 1.4±0.2（0.055±0.008） 2.5（0.098）
BP53 MA30060040BA 3.0±0.3（0.118±0.012） 6.0±0.3（0.236±0.012） 4.0±0.3（0.157±0.012） 1.5±0.2（0.059±0.008） 3.0（0.118）
CP22 MA30060050AA 3.0±0.3（0.118±0.012） 6.0±0.3（0.236±0.012） 5.0±0.3（0.197±0.012） 1.0±0.2（0.039±0.008） 2.5（0.098）
CP22MA40070050AA 4.0±0.3（0.157±0.012） 7.0±0.3（0.276±0.012） 5.0±0.3（0.197±0.012） 1.8±0.2（0.071±0.008） 3.0（0.118）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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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에는 재질명이 들어갑니다.）

외형크기 mm （inch）
적응재질

φD φd L

□□□□RA100060100M 10.0±0.3（0.394±0.012） 6.0±0.2（0.236±0.008） 10.0±0.5（0.394±0.020）
BP53

□□□□RA100060140M 10.0±0.3（0.394±0.012） 6.0＋0.2
ー0.3（0.236＋0.008

ー0.012） 14.0±0.5（0.551±0.020）
□□□□RB120070060M 12.0±0.4（0.472±0.016） 7.0±0.25（0.276±0.010） 6.0±0.3（0.236±0.012） BP53・CP22

□□□□RB120070150M 12.0±0.4（0.472±0.016） 7.0±0.25（0.276±0.010） 15.0±0.8（0.591±0.031）

BP53

□□□□RB120080130M 12.0±0.4（0.472±0.016） 8.0±0.25（0.315±0.010） 13.0±0.7（0.512±0.028）
□□□□RB140063280M 14.0±0.45（0.551±0.018） 6.35±0.25（0.250±0.010） 28.0±1.5（1.10±0.059）
□□□□RB140070100M 14.0±0.45（0.551±0.018） 7.0±0.25（0.276±0.010） 10.0±0.5（0.394±0.020）
□□□□RB160070200M 16.0±0.5（0.630±0.020） 7.0±0.25（0.276±0.010） 20.0±1.0（0.787±0.039）
□□□□RB160080280M 16.0±0.5（0.630±0.020） 8.0±0.3（0.315±0.012） 28.0±1.5（1.10±0.059）
□□□□RB160100140M 16.0±0.5（0.630±0.020） 10.0±0.3（0.394±0.012） 14.0±0.7（0.551±0.028）
□□□□RB190120080M 19.0±0.6（0.748±0.024） 12.0±0.4（0.472±0.016） 8.0±0.4（0.315±0.016） BP53・CP22

□□□□RB200100100M 20.0±0.6（0.787±0.024） 10.0±0.3（0.394±0.012） 10.0±0.5（0.394±0.020）

BP53
□□□□RB250150120M 25.0±0.8（0.984±0.031） 15.0±0.5（0.591±0.020） 12.0±0.6（0.472±0.024）
□□□□RB260130280M 26.0±0.8（1.02±0.031） 13.0±0.4（0.512±0.016） 28.0±1.5（1.10±0.059）
□□□□RB280160130M 28.0±0.9（1.10±0.035） 16.0±0.5（0.630±0.020） 13.0±0.7（0.512±0.028）
□□□□RB310190100M 31.0±1.1（1.22±0.043） 19.0±0.6（0.748±0.024） 10.0±0.5（0.394±0.020） BP53・CP22

□□□□RB400270150M 40.0±1.2（1.57±0.047） 27.0±0.9（1.06±0.035） 15.0±0.8（0.591±0.031） BP53

형명
외형크기 mm （inch）

적응 플랫케이블 심수
A B C D E

BP53RD030310120M  3.0 （0.118）  31.0 （1.22）  12.0 （0.472）  0.8 （0.031）  28.0 （1.10）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50380120M  5.0 （0.197）  38.0 （1.50）  12.0 （0.472）  0.8 （0.031）  34.0 （1.34）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50570120M  5.0 （0.197）  57.0 （2.24）  12.0 （0.472）  0.8 （0.031）  53.0 （2.09）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용

BP53RD065220080M  6.5 （0.256）  21.7 （0.854）  8.0 （0.315）  1.3 （0.051）  16.5 （0.650） 12

BP53RD065270080M  6.5 （0.256）  27.0 （1.06）  8.0 （0.315）  1.3 （0.051）  21.8 （0.858） 16

BP53RD065330080M  6.5 （0.256）  33.0 （1.30）  8.0 （0.315）  1.3 （0.051）  27.8 （1.09） 20

BP53RD065400120M  6.5 （0.256）  40.0 （1.57）  12.0 （0.472）  1.3 （0.051）  34.8 （1.37） 26

BP53RD080480080M  8.0 （0.315）  48.0 （1.89）  8.0 （0.315）  2.0 （0.079）  42.0 （1.65） 32

13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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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도

●링 코어（RA/RB series）

※ ※ ※ ※

※ ※ ※ ※

※ ※

※

※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ore01_h-0113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
이
즈 

대
책 

부
품
／
페
라
이
트 

코
어

16912

■ 특성도

●RD형

※

측정기 : RF임피던스・애널라이저 HP4291A

측정방법 : 1 turn 2 turns

측정기 : RF임피던스 애널라이저 HP4291A

측정방법 :

（그래프 ※표)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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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도

●RD형

※

측정기 : RF임피던스・애널라이저 HP4291A

측정방법 : 1 turn 2 turns

측정기 : RF임피던스 애널라이저 HP4291A

측정방법 :

（그래프 ※표)

＊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 혹은 CD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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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탈로그에는 지면 사정상 대표적인 사양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제품을 검토하실 때는 납입사양서에서 상세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특성 그래프, 신뢰성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는 당사 웹사이트（http://www.ty-top.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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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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 Cores 
 

■RELIABILITY DATA 

 

1. Operating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25℃ to ＋85℃ RD Series  

MA Series 

 

2. Storage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40℃ to ＋85℃ RD Series  

MA Series 

 

3. Capacitance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 

RD Series  

MA Series Refer to individual specs.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ement shall be made at the specified frequency using the specified measuring equipment. 

 

4. Q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 

RD Series  

MA Series Refer to individual specs.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ement shall be made at the specified frequency using the specified measuring equipment. 

 

5. Inductance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  

RD Series  

MA Series Refer to individual specs.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ement shall be made at the specified frequency using the specified measuring equipment. 

 

6. Impedance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Within the specified tolerance 

RD Series  

MA Series Refer to individual specs.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equipment  : HP4291A or its equivalent 

Measuring frequency  : Specified frequency 
 

 

7. Thermal shock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Appearance : No abnormality 

Impedance change : Within ±20% RD Series  

MA Series － 

Test Methods and 

Remarks 

Conditions for 1 cycle 

Step Temperature (℃) Duration (min) 

1 －25±3 30±3 

2 Room temperature Within 3 

3 ＋85±3 30±3 

4 Room temperature Within 3 

 

Number of cycles  : 10 cycles 

Recovery  : 3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he test cha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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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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mp heat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Appearance : No abnormality 

Impedance change : Within ±20% RD Series  

MA Series －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60±2℃ 

Humidity : 90～95%RH  

Duration  : 1000 hrs  

Recovery  : 3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he test chamber.  
 

 

9. Low temperature life test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Appearance : No abnormality 

Impedance change : Within ±20% RD Series  

MA Series －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40＋0/－3 ℃ 

Duration  : 1000 hrs  

Recovery  : 3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he test chamber.  
 

 

10. High temperature life test 

Specified Value 

RA, RB Series Appearance : No abnormality 

Impedance change : Within ±20% RD Series  

MA Series －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85＋3/－0℃ 

Duration  : 1000 hrs  

Recovery  : 3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he test chamber.  
 

Note on standard condition : 

"standard condition" referred to herein is defined as follows : 

5 to 35℃ of temperature, 45 to 85% relative humidity, and 86 to 106 kPa of air pressure. 

When there are questions concerning measurement results : 

In order to provide correlation data, the test shall be conducted under condition of 23±2℃ of temperature, 60 to 70% relative humidity, and 86 to 106 kPa of 

air pressu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all the tests are conducted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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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J_一般_製品に関するお断り_WEB版_セラミックコンデンサおよびインダクタ用_18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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