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EN 60065, 60950-1 최소 절연거리
(공간거리는 연면거리보다 작으므로, 연면거리 요구치로 작성하였으며,
하기 자료는 100-240 V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 H: Hazardous parts (Primary)
* S: SELV parts (Secondary)
* D: Double or Reinforce insulation (이중 또는 강화 절연)
* B: Basic insulation (기본 절연)
- 좌측 그림(접지 되지 않은 경우),
B: 최소 2.5 mm (3.0 mm 권장)
D: 최소 5.0 mm (6.0 mm 권장)
- 우측 그림(접지 된 경우),
B: 최소 2.5 mm (3.0 mm 권장)
D: 최소 5.0 mm (3.0 mm 권장)
- Hazardous parts (Primary)의 B는 fuse 용량이 6 A 미만일때는 fuse 전단까지, 6 A 이상일때는
bridge diode 전단까지 basic insulation이 요구됨.
Æ 상기 절연거리는 동작전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 IEC/EN 60065 Clause. 13 Clearance distance / Creepage distance)
- 1. Clearance distance(동작전압 측정시 Vpeak 값으로 결정)

Æ 상기 table 상의 붉은박스는 Vpeak 로 420 V 를 초과하지 않을때
Basic: 2.0 mm , Reinforce: 4.0 mm 이상 요구된다는 의미 입니다.

-1.1 Additional Clearance (추가 공간거리)

Æ 동작전압에서 420 Vpeak 를 초과할 때 추가되는 거리 입니다.
(만약 동작전압이 450 Vpeak 라면, 기본절연일때 0.1mm 추가, 강화절연일때 0.2 mm 추가
됩니다.)

- 2. Creepage distance (동작전압 측정시 Vrms 값으로 결정)

Æ 상기 table 은 기본절연만을 나타냅니다. 이중절연(또는 강화절연) 의 연면거리는 , 상기
표에서 구해지는 값의 x2 하시면 됩니다.
추가 연면거리는 상기 표의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0.1mm 단위로 절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table 의 Note 1 참조.)
상기 표에서 동작전압이 100-240 V~ 이므로, 최소 절연거리(기본절연) 2.5mm 결정됩니다.
만약, transformer 의 양단간 동작전압이 273 Vrms 라면, 250 V 와 300 V 에서 보간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3.2 - 2.5)거리 차이 / (300-250) 전압차 로 계산 됩니다.
계산결과 1 V 당 0.014 mm 가 추가 됩니다.
즉, 상기 table 은 250 V 기준이므로, 273-250 = 23 V 가 됩니다.
여기에 1 V당 0.014 mm 가 추가되므로, 23 x 0.014 = 0.322 가 추가됩니다.
계산결과: 250 V 일때 2.5 mm 였으므로, 2.5 mm + 0.322 mm = 2.822 mm 입니다.
Note 1 에서 0.1 mm 로 절상 하면, 2.9 mm 가 됩니다(기본절연). 그런데 transformer 는 강화절연
또는 이중 절연이므로 x2 를 하면 5.8 mm 이상이 최종 요구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