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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P-USB 

산업용 USB 써지 보호기 (리셋터블 퓨즈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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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SP-USB 모델은 USB 2.0 High-Speed 장치에서 발생하는 써지로부터 USB 호스트 장치를 보호합니다. IEC 61000-4-2 ESD, IEC 

61000-4-4 EFT, IEC 61000-4-5 SURGE 보호 회로를 내장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전기적 충격 신호로부터 USB 장

치와 호스트 장치를 보호할 수 있으며 영하 40°C 부터 영상 85°C 사이의 폭넓은 온도에서 동작합니다.  

 

USB 2.0 표준 규격에서는 최대 5DVC/500mA 전원을 연결된 USB 장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원인으로 인해 

전원과 그라운드가 단락될 경우 과도한 전류가 공급되어 컴퓨터 및 USB 호스트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FSP-USP 모

델은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리셋터블 퓨즈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750mA 전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최대 전

류를 초과할 경우 리셋터블 퓨즈가 자동으로 끊어져 호스트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끊어진 퓨즈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

로 복구되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전원을 통해 써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써지 보호 회로를 내장하

고 있습니다. USB 신호선이나 그라운드 선을 통해 써지가 유입될 경우 호스트 시스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전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방향 사이리스터를 장착하여 그라운드 신호선을 통해 유입되는 써지를 접지선으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보

호합니다. 

 

USB 커넥터는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외부 충격에 쉽게 빠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SP-USB 

모델은 호스트 측 연결 인터페이스에 접착 패드를 제공하여 컴퓨터와 같은 호스트 장치와 FSP-USB 장치와의 연결이 쉽게 분

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USB 장치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에 스크류를 통한 잠금 기능을 제공하여 FSP-USB 장치와 USB 

장치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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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USB 신호선 

써지 보호 

Peak Pulse Power (tp=8/20㎲) 350 W 

Peak Pulse Current (8/20㎲) 17 A 

ESD Protection per IEC 61000-4-2 

Contact (Min.) : ±8000 V 

Contact (Max.) : ±30000 V 

Air (Min.) : ±15000 V 

Working Peak Voltage 5 V 

Typical Junction Capacitance @ 0V, 1MHz 3 pF 

USB 전원선 

써지 보호 

Hold Current 750 mA 

Trip Current 1.5 A 

Maximum Time to Trip 0.1sec @ 8A 

Peak Pulse Power (tp=8/20㎲) 350 W 

Peak Pulse Current (8/20㎲) 17 A 

ESD Protection per IEC 61000-4-2 

Contact (Min.) : ±8000 V 

Contact (Max.) : ±30000 V 

Air (Min.) : ±15000 V 

Working Peak Voltage 5 V 

Typical Junction Capacitance @ 0V, 1MHz 3 pF 

USB 그라운드선 

써지 보호 

Repetitive Peak OFF-state Voltage 180 V 

Non-repetitive Peak ON-state Current 

2/10 ㎲,   300 A 

8/20 ㎲,   220 A 

10/160 ㎲,   120 A 

10/700 ㎲,   100 A 

10/560 ㎲,    75 A 

10/1000 ㎲,    50 A 

Breakover Voltage 

(dv/dt= ±250V/ms, Rsource=300Ω) 
±240 V 

동작 환경  -40℃ ~ +85℃, 5 ~ 95% (비응축) 

 

 

사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