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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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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형명 표기법

■ 외형크기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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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탄산스트론티움 반도체 세라믹을 사용하였습니다.

◦	전압 비 직선계수(α)가 3～7로 크고, 더욱이 정전용량도 10～150nF로 크므로 
넓은 주파수범위의 Noise가 흡수가능합니다.

◦	평면전극품／측면전극품

◦	소형모터의 조속기 접점 및 커뮤테이터, 브러시 간의 불꽃 소거, Noise흡수
(EMI대책)

링 바리스타

S R J △ △ 0 4 0 F 3 ○ ○ ○ ○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❶소지종류

S STR계
❽당사관리기호

△△△△ 표준품

△＝스페이스

❼전극수

3 3극

5 5극

❸외형크기 φD 〔mm〕
H△ 6.0※
J△ 8.0※

△＝스페이스

※커스텀 제품이므로 별도 
문의하십시오.

❺공칭하한전압
E10 [V]

예 기호×0.1

020 2.0

176 17.6

❷전극위치

R 평면

❻상한전압 [V]

1행째의 정수값 표시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0

❹개별사양

△ 표준값

△＝스페이스

평면전극품（SRJC）

Fig.

φD
8.50±0.20

（0.335±0.008）

φd
5.00±0.20

（0.197±0.008）

T
0.65＋0.10/ー0.15

（0.026＋0.004/ー0.006）

■ 항목 일람／최소Reel 단위수

형상기호 EHS
외경

φD［mm］
내경

φd［mm］
두께

T［mm］
측정전류

[mA]
바리스타전압

[V]
비 직선계수 전극수

최소Reel 단위수 [pcs]
케이스

평
면
전
극

SRR RoHS 12.70±0.40 9.50±0.30 1.30 max.

10

13.0 to 50.0

≧2.0

3 or 5 1000

SRPP RoHS 12.00±0.30 6.95±0.15 1.10 max. 4.0 to 60.0 3 or 5 2000

SRJA RoHS 8.50±0.25 5.80±0.15 0.65±0.15 2.0 to 35.0

3

3000SRJC RoHS 8.50±0.20 5.00±0.20 0.65＋0.10
－0.15 2.0 to 35.0

SRG RoHS 5.85±0.15 4.10＋0.10
－0.05 0.5±0.1 3.0 to 9.0

SRHN RoHS 4.20±0.15 2.80＋0.20
－0.10 0.50＋0.10

－0.20 2.0 to 6.5

6000SRHTT RoHS 3.00±0.12 2.15±0.10 0.55 max. 3.0 to 6.5

SRHVP RoHS 2.80＋0.05
－0.15 1.90＋0.15

－0.00 0.50 max. 2.5 to 6.0

※상기의 사이즈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형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형상・특성에 대해서도 상담하시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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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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VARISTORS 
 

■PACKAGING 

 

①Minimum Quantity 

 

Type 
Minimum Quantity [pcs] 

Case Package 

SRR 1000 

SRPP  2000 

SRJA  3000 

SRJC  3000 

SRG  3000 

SRHN  6000 

SRHTT  6000 

SRHVP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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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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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VARISTORS 
 

■RELIABILITY DATA 

 

1. Operating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25～＋120℃ 

For the range of 50 to 120℃, refer to the derating curve. 

 

2. Storage Temperature Range 

Specified Value －25～＋ 120℃  

 

3. Rated Power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4. E10 Characteristic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at 25±5℃） 

 

E  : Constant-current source 

A  : Digital ammeter 

V  : Digital voltmeter 

E10 : Voltage at reference current with application of 10mADC 

Input waveform is square wave. (Width : 50m sec., max.) 

 

 

5. Non-linear Coefficient Rated α (at 25±5℃)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Difinition α=  
1  E1  : Voltage at reference current with application of 1mADC  

logE10／E1  E10 : Voltage at reference current with application of 10mADC  
 

Test Methods and 

Remarks 

 

E : Constant-current source 

A : Digital ammeter 

V : Digital voltmeter 

E10 : Voltage at reference current with application of 10mADC 

Input waveform is square wave. (Width : 50m sec., max.) 

 

 

6. Capacitance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frequency  : 1kHz±10%  

Measuring voltage : 1.0±0.5Vrms  

Measuring temperature : 25±5℃ 
 

 

7. Tangent of Loss Angle (tanδ)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Measuring frequency  : 1kHz±10%  

Measuring voltage : 1.0±0.5Vrms  

Measuring temperature : 25±5℃ 
 

 

8.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Capacitance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According to JIS C 5101-1 

Measurement of voltage at reference current at 25℃ and 50℃shall be made for the calculation by the following equation. 

α＝ 
E10 （50℃）－E10 （25℃） 

× 
100 

（％／℃） 
E10 （25℃） 50℃－25℃ 

Change of maximum capacitance deviation in step 1 to 5 

step Temperature（℃） 

1 25 (Reference temperature)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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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ulse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R1 : 2kΩ 

C1 : 35±5μF 

E1 : Individual specification 

Number of pulse application : 10 times 

Measuring temperature : 25±5℃ 
 

 

10. Body Strength 

Specified Value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Pressing force : Refer to Individual specification 

L              : Depends upon the sample size 

 

 

11. Adhesion of Electrode 

Specified Value No detachment of electrode or sign of such defects 

Test Methods and 

Remarks 

Lead wire shall be soldered perpendicularly onto the electrode, then pulled out perpendicularly. 

Speed to pull out  : 2.5cm／2sec. 

Solder to be used  : Eutectic solder 
 

 

12. Resistance to Soldering Heat 

Specified Value  E10 : Within ±20％, α :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at the tip of soldering iron  : 280±5℃, 300±5℃ 

Duration  : 2 sec. 

Preheating temperature  : 150℃, 170℃ 

Recovery  : 1 hr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test. 
 

 

13. Resistance to Solvent 

Specified Value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appearance and legible marking. 

 

14. Damp Heat 

Specified Value  E10 : Within ±20％, α :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Temperature  : 60±10℃ 

Humidity  : 90 to 95% RH 

Duration : 300±8 hrs 

Recovery  : 1 hr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test chamber. 

Measuring conditions : E1 = Current application for 30 sec. 

 : E10 = Current application for 60 sec. 
 

 

15. DC Load Resistance 

Specified Value  E10 : Within ±20％, α :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Test Methods and 

Remarks 
 

E : Constant-current source 

A : Digital ammeter 

V : Digital voltmeter 

R : Load adjusting variable resistor 

P=Ⓥ×Ⓐ 

 

Test environment  : standard condition 

Current  : Refer to the individual specification 

Duration : 300±8 hrs 

Recovery : 1 hr of recovery under the standard condition after the removal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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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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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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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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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VARISTORS 
 

■PRECAUTIONS 

 

1. Circuit Design 

Precautions 

◆Verification of operating environment, electrical rating and performance 

1. A malfunction in medical equipment, spacecraft, nuclear reactors, etc. may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have severe social 

ramifications. As such, any varistors to be used in such equipment may require higher safety and/or reliability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components used in general purpose applications. 

◆Operating Environment precautions 

1. Varistors should not be used in the following environments : 

（1） Environmental conditions to avoid 

a. exposure to water or salt water. 

b. exposure to moisture or condensation. 

c. exposure to corrosive gases (such as hydrogen sulfide, sulfurous acid, chlorine, and ammonia). 

 

2. Soldering 

Precautions 

◆Soldering 

・ Be sure to do pre-heating sufficiently so that the difference between a soldering iron and ring varistors in temperature should be 150℃ 

or less. 

・ Ring Varistors are susceptible to thermal shock when exposed to rapid or concentrated heating or rapid cooling. Therefore, the soldering 

process must be conducted with a great care so as to prevent malfunction of the components due to excessive thermal shock. 

・ Use a 30W soldering iron with a maximum tip diameter of 3.0mm. 

・ The soldering iron should not directly touch the products. 

Technical 

considerations 

◆Soldering 

Refer to individu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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