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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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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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YER EMI SUPPRESSION FILTERS 
 REFLOW 

 
■PARTS NUMBER * Operating Temp.：-25～+85℃ 

 

【T Series】 

F K  2 1 2 5  T  △ 2 5 6  A  L  － T  △ △＝Blank spa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Series name 

Code Series name 

FK Multilayer EMI suppression filter 

 

②Dimensions（L×W） 

Code Type（inch） 
Dimensions 

（L×W）［mm］ 

2125 2125（0805） 2.0×1.25 

 

③Equivalence circuit 

Code Equivalence circuit 

T T type 

 

④Cutoff frequency 

Code

（example） 
Cutoff frequency 

△186 18 MHz 

△256 25 MHz 
 

⑤Characteristics 

Code

（example） 
Characteristics 

A Sharp 

 

⑥Rated voltage 

Code Rated voltage［V］ 

L 10 

 

⑦Packaging 

Code Packaging 

－T Taping 

 

⑧Internal code 

Code Internal code 

△ Standard 

 

 
 

 

 

【TZ Series】 

F K  2 1 2 5  T  Z 2 0 1  C 8 5 0  T  △ △＝Blank spa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Series name 

Code Series name 

FK Multilayer EMI suppression filter 

 

②Dimensions（L×W） 

Code Type（inch） 
Dimensions 

（L×W）［mm］ 

2125 2125（0805） 2.0×1.25 

 

③Equivalence circuit 

Code Equivalence circuit 

T T type 

 

④Nominal impedance 

Code Nominal impedance［100MHz］ 

Z700 70Ω 

Z101 100Ω 

Z201 200Ω 
 

⑤Nominal capacitance 

Code Nominal capacitance［1MHz］ 

C170 17pF 

C500 50pF 

C850 85pF 

 

⑥Packaging 

Code Packaging 

T Taping 

 

⑦Internal code 

Code Internal code 

△ Standard 

 

 

 

 

 

■STANDARD EXTERNAL DIMENSIONS / STANDARD QUANTITY 

  

W
L

e1

T

e2  

L W T e1 e2 
Standard quantity［pcs］ 

Embossed tape 

2.0±0.2 

（0.079±0.008） 

1.25±0.2 

（0.049±0.008） 

1.0±0.2 

（0.039±0.008） 

0.3±0.2 

（0.012±0.008） 

0.4±0.2 

（0.016±0.008） 
3000 

Unit：mm（i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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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층 

칩 

Ｅ
Ｍ
Ｉ 

제
거 

필
터

적층 칩 EMI 제거 필터
리플로우

품번 표기법

외형크기／표준수량

①형식

①형식

②크기（L × W）

②크기（L × W）

③등가회로

③등가회로

④공칭임피던스

④컷오프주파수

⑤감쇄특성

⑥정격전압

⑤공칭정전용량

⑦포장

⑥포장

⑧당사관리번호

⑦당사관리번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정격전압［V］

공칭정전용량［1MHｚ］

포장

포장

당사관리번호

당사관리번호

기호

기호

기호

기호

형상（inch）

형상（inch）

등가회로

등가회로

공칭임피던스［100MHｚ］

컷오프주파수

크기
（L×W）［mm］

크기
（L×W）［mm］

표준수량［pcs］
엠보스 테이프

기호
（예）

형식

형식

스페이스

스페이스

단위：mm（inch）

※사용온도범위: -25～+85℃

적층 칩 EMI 제거 필터

적층 칩 EMI 제거 필터

T 형

T 형

샤프한 감쇄특성

릴테이핑

릴테이핑

표준품

표준품

기호（예） 감쇄특성

【TZ시리즈】

【T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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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NUMBER

●T Series

insertion
loss

［1MHｚ］ 50MHz 100MHz 200MHz 350MHz 500MHz 600MHz 800MHz

FK2125T 186AL-T RoHS 18±3.6 ≦1.0dB ≧20dB ≧20dB - - ≧20dB - - 2 10 100 ≧30

FK2125T 256AL-T RoHS 25±5 ≦1.0dB ≧15dB ≧20dB - - ≧20dB - - 2 10 100 ≧30

FK2125T 406AL-T RoHS 40±10 ≦1.0dB - ≧15dB ≧20dB - ≧20dB - - 2 10 100 ≧30

FK2125T 107AL-T RoHS 100±20 ≦1.0dB - - ≧20dB - ≧20dB - - 3 10 100 ≧30

FK2125T 167AL-T RoHS 160±30 ≦1.0dB - - - ≧20dB ≧20dB - - 2 10 100 ≧30

FK2125T 207AL-T RoHS 200±40 ≦1.0dB - - - ≧20dB ≧20dB - - 2 10 100 ≧30

FK2125T 407AL-T RoHS 400±80 ≦1.0dB - - - - - ≧20dB ≧20dB 2 10 100 ≧30

●TZ Series

Parts number EHS
Rated current
［mA］（DC）

Insulation
resistance

［MΩ］
FK2125TZ700C170T RoHS 100 ≧30

FK2125TZ700C500T RoHS 100 ≧30

FK2125TZ700C850T RoHS 100 ≧30

FK2125TZ101C170T RoHS 100 ≧30

FK2125TZ101C500T RoHS 100 ≧30

FK2125TZ101C850T RoHS 100 ≧30

FK2125TZ201C850T RoHS 100 ≧30

100Ω±30％

2 10

2 10

2 10

2 10

70Ω±30％

100Ω±30％

Impedance（terminal1-3）
［100MHｚ］

DC resistance
［Ω］（max.）

Characteristic

attnuation

2

Parts number EHS
Cut off

frequency
［MHｚ］

2 10

70Ω±30％

Rated voltage
［V］（DC）

Rated current
［mA］（DC）

Insulation
resistance

［MΩ］

200Ω±30％

50ｐF±20％

85ｐF±20％

85ｐF±20％

2 10

Capacitance（terminal1-2）
［1MHｚ］

DC resistance
［Ω］（max.）

Rated voltage
［V］（DC）

70Ω±30％ 10

100Ω±30％

17ｐF±20％

50ｐF±20％

85ｐF±20％

17ｐF±20％

emifilter_e-E05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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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층 

칩 

Ｅ
Ｍ
Ｉ 

제
거 

필
터

아이템 일람

T시리즈

TZ시리즈

품번
컷오프주파수

［MHｚ］

감쇄특성

정격전압
［V］（DC）

직류저항
［Ω］（max.）

절연저항
［MΩ］

정격전류
［mA］（DC）

삽입손실
［1MHｚ］

감쇄량

품번
임피던스（단자1-3）

［100MHｚ］
정전용량（단자1-2）

［1MHｚ］
직류저항［Ω］

（max.）
정격전압

［V］（DC）
정격전류

［mA］（DC）
절연저항
［M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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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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YER EMI SUPPRESSION FILTERS 
 

■PACKAGING 

 

①Minimum Quantity 

●Taped package 

Type 
Thickness 

mm（inch） 

Standard Quantity [pcs] 

Embossed tape 

FK 2125（0805） 1.0（0.039） 3000 
 

②Tape material 

●Embossed Tape 
 

Top tape 

Base tape 

Sprocket hole 

Chip cavity 
 

Chip filled 
 

Chip 
 

③Taping dimensions 

●Embossed tape 8mm wide                     Unit：mm（inch） 

F

2.0±0.05

(0.079±0.002)

4.0±0.1

(0.157±0.004)

1.75±0.1

(0.069±0.004）

3
.5

±
0
.0

5

(0
.1

3
8
±

0
.0

0
2
)

8
.0

±
0
.3

(0
.3

1
5
±

0
.0

1
2
)

φ1.5＋0.1/－0

(φ0.059＋0.004/-0)Sprocket hole

A

B

 
 

Type 
Chip cavity Insertion pitch Tape thickness 

A B F K T 

FK 2125（0805） 
1.5±0.2 

（0.059±0.008） 

2.3±0.2 

（0.091±0.008） 

4.0±0.1 

（0.157±0.004） 

2.0 max. 

（0.079 max.） 

0.3 max. 

（0.012 max.） 

     Unit : mm（inch） 
 

④Leader and Blank portion 

 Blank portion   Chip cavity   Blank portion    Leader 

160mm or more 

(6.3inches or more) 

Direction of tape feed 

100mm or more 

(3.94inches or more) 

400mm or more 

(15.7inches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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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Reel size 

 

E 

C 

D R 
B 

t 

A 

W  
A B C D E R t W 

φ178±2.0 φ50min. φ13.0±0.2 φ21.0±0.8 2.0±0.5 1.0 2.5max. 10±1.5 

Unit：mm 

⑥Top tape strength 

The top tape requires a peel;-off force of 0.1～0.7N in the direction of the arrow as illustrated below. 
 

0～15° Top tape 

Base tape 

Pull 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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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ifilter_reli_e-E05R01 

 

MULTILAYER EMI SUPPRESSION FILTERS 
 

■RELIABILITY DATA 

 

1. Operating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25～＋85℃ 

 

2. Storage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25～＋85℃ 

 

3. Rated Voltage 

Specified Value 10V DC 

 

4. Rated Current 

Specified Value 100mA DC  

 

5. Cutoff frequency (T Series) 

Specified Value 
18MHz±3.6MHz, 25MHz±5MHz, 40MHz±10MHz, 100MHz±20MHz,  

160MHz±30MHz, 200MHz±40MHz, 400MHz±80MHz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equipment  : 8753D (or its equivalent) 

Measuring source  : 0dBm  

Input-Output impedance : 50Ω 
 

 

6. Impedance (TZ Series) 

Specified Value 70Ω±30％, 100Ω±30％, 200Ω±30％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frequency  : 100MHz 

Measuring equipment  : 4291A (or its equivalent) 

Measuring jig  : 16192A  

Measuring source : －20dBm 
 

 

7. Capacitance (TZ Series) 

Specified Value 17pF±20％, 50pF±20％, 85pF±20％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equipment  : 4194A (or its equivalent) 

Measuring voltage  : 0.5V 

Measuring frequency  : 1MHz 

Capacitance measurement between Terminals 1 and 2. 

 

8. DC Resistance 

Specified Value 2Ω max., 3Ω max. (FK2125T107AL) 

Test Methods and 

Remarks 
Conduct measurement between Terminals 1 and 3. 

 

9. Insulation Resistance 

Specified Value 30MΩ min. 

Test Methods and 

Remarks 

Conduct measurement between Terminals 1 and 2. 

Applied voltage : 10VDC 

 

10. Resistance to Flexure of Substrate 

Specified Value No mechanical damage. 

Test Methods and 

Remarks 

Warp        : 2mm 

Testing board : glass epoxy-resin substrate 

Thickness    : 0.8mm 

 
20 

Warp Board 

（Unit：mm） 

R-230 

45 45 

Devi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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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lderability 

Specified Value At least 75% of terminal electrode is covered by new solder. 

Test Methods and 

Remarks 

Solder temperature  : 230±5℃  

Duration : 4±1 sec. 

Preheating temperature : 150 to 180℃ 

Preheating time  : 2 to 3 min.  

Flux  : Immersion into methanol solution with colophony for 3 to 5 sec.  
 

 

12. Resistance to Soldering 

Specified Value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appearance. 

Test Methods and 

Remarks 

Solder temperature  : 260±5℃  

Duration : 10±0.5 sec. 

Preheating temperature  : 150 to 180℃ 

Preheating time  : 2 to 3 min.  

Flux  : Immersion into methanol solution with colophony for 3 to 5 sec.  
 

 

13. Thermal Shock 

Specified Value 

No mechanical damage.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1 and 2) : 20MΩ min. 

DC resistance (between 1 and 3)  : 2Ω max. 

 : 3Ω max. (FK2125T107AL) 
 

Test Methods and 

Remarks 

Conditions for 1 cycle 

Step Temperature (℃) Duration (min) 

1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0/－3 30±3 

2 Room temperature 2 to 3 

3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3/－0 30±3 

4 Room temperature 2 to 3 

 

Number of cycles : 5 

Recovery  : 2 to 3 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test. 
 

 

14. Damp Heat steady state 

Specified Value 

No mechanical damage.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1 and 2)  : 20MΩ min. 

DC resistance (between 1 and 3)  : 2Ω max. 

 : 3Ω max. (FK2125T107AL)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40±2℃  

Humidity : 90 to 95％RH  

Duration : 500±12 hrs 

Recovery  : 2 to 3 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est chamber. 
 

 

15. Loading under Damp Heat 

Specified Value 

No mechanical damage.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1 and 2)  : 20MΩ min. 

DC resistance (between 1 and 3)  : 2Ω max. 

 : 3Ω max. (FK2125T107AL)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40±2℃  

Humidity : 90 to 95％RH 

Applied voltage  : Rated voltage (between 1 and 2) 

Applied current  : Rated current (between 1 and 3)  

Duration : 500±12 hrs 

Recovery  : 2 to 3 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est chamber.  
 

 

16. Loading at High Temperature 

Specified Value 

No mechanical damage.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1 and 2)  : 20MΩ min. 

DC resistance (between 1 and 3)  : 2Ω max. 

 : 3Ω max. (FK2125T107AL)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85±2℃ 

Applied voltage  : Rated voltage (between 1 and 2) 

Applied current  : Rated current (between 1 and 3)  

Duration : 500±12 hrs 

Recovery  : 2 to 3 hrs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es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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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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kPa of air pressure. 

When there are questions concerning measurement results： 

In order to provide correlation data, the test shall be conducted under condition of 20±2℃ of temperature, 60 to 70% relative humidity and 86 to 106kPa of 

air pressu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all the tests are conducted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Circuit diagram 

③

②

①

OUT

GND

IN

 
 Since neither 1 nor 3 is directional, either could be served as the IN ter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