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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의 동작 조건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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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동작 조건에 따른 소음 측정 방법
Measuring Method of Acoustic Noise on Computer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의 동작 조건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한다.
비고

개인용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 또는 본체‧모니터‧키보드가 하나로 조합된 일체형 컴퓨터를 포
함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I ISO 7779, 음향 ― 정보 기술 장치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파 소음의 측정
KS I ISO 9296, 음향 ― 정보기술장치의 표시 소음 방사치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I ISO 7779 및
KS I ISO 9296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동작 상태(operating mode)
컴퓨터가 목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복수의 동작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
우는 이용 형태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조건
3.2 대기 상태(idle mode)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서도 시스템적 요인에 의하여 실제로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
고 있는 상태
3.3 최소 소음 조건
컴퓨터가 대기 상태에 있을 때의 소음 조건
3.4 통상 소음 조건
컴퓨터의 CPU(central processor unit)와 GPU(graphic processor unit)가 근사적인 최대 부하
로 가동되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hard disc drive)는 프로그램 가동에 수반되는 동작
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소음
비고

동작 상태에 따라 냉각팬 등이 간헐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들 장치가 최대한 동작할 때
의 조건을 통상 소음 조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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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대 소음 조건
통상 소음 조건(3.4)에서 추가로 광디스크드라이브(ODD, optical disc drive)를 가동시킨 상태

4 설치 및 동작 조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S A ISO 7779 및 KS A ISO 9296에 따른다.
4.1 소음 측정을 위한 동작 조건 규정
4.1.1 환경 조건
측정을 위한 표준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환경조건이 사용될 경우 이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a) 온도: 23 ℃ ± 3 ℃
b) 상대습도: 25~80 %
4.1.2 최소 소음 조건에서의 측정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대기 상태(idle mode), 광디스크드라이브는
정지 상태로 하되 화면은 ‘윈도우즈 표준화면’을 표시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시험 시간은 최
소 20분 이상으로 하되, 최소 소음 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냉각팬이 가동되는 경우에는 냉각
팬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비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대기 상태는 동작 명령을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반응할 수 있도록 디
스크는 회전하고 있으나, 읽기‧쓰기 회로가 오프된 상태를 말한다.

4.1.3 통상 소음 조건에서의 측정
CPU와 GPU에 부하를 주는 각각의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CPU와 GPU가 실용적으로 최대부하가 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측
정한다. 시험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동작만 한다.
부하를 준 후 최소 20분 이상이 경과한 후 냉각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 상태임을 확인
한 후 측정을 실시한다.
비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furmark 및 futuremark(이상 GPU 부하), intel burn test 및 PCmark
(이상 CPU 부하), speedfan(상태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시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적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4.1.4 최대 소음 조건에서의 측정
4.1.3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로 광디스크드라이브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드라이브로 전송
하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광디스크드라이브의 동작 조건은 실용적으로 디스크가 가장 빠른
회전속도에 도달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장형 광디스크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제
품은 측정하지 않는다.
4.2 방사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설치 및 측정 조건
시험 시료는 시험대의 중앙에 설치하고, 모니터 등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
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한다. 시험대는 두께 4~10 cm의 목재 합판으로서 전면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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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7~0.75 m, 최소 면적은 0.5 m 이상으로 하며, 높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측정 위
치와 마이크로폰은 측정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표 1 의 적용 도해 P4 및 P3 위치로 한다.
표 1 설치 및 측정 조건
구분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제품에서의 거리

50 cm

25 cm

높이

45 cm (시험대 위)

마이크로폰 각도
측정 방향

a

30도(수평면에서 시험대 방향)
정면, 좌우 측면, 후면

정면

적용 도해

b

a

소음원이 확실한 방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측면에 대하여만 측정하여도 좋다.

KS I ISO 7779의 그림 1.C 및 그림 1.D
비고 일체형 컴퓨터는 노트북 컴퓨터에 준하여 시험한다.
b

5 음향 파워 레벨 및 방사 음압 레벨 측정
측정 결과는 3회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나타낸다.
5.1 음향 파워 레벨
4 (설치 및 동작 조건)에 따라 KS I ISO 7779의 7 (반사면상의 준자유 음장에서의 기기의
음향 파워 레벨 산출 방법) 및 KS I ISO 9269에 따라 측정한다.
5.2 방사 음압 레벨
4 (설치 및 동작 조건)에 따라 KS I ISO 7779의 8 (작업자 위치 및 주변인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 방법) 및 KS I ISO 9269에 따라 측정한다.

6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작동 조건
b) 설치 조건
c) 실험실 내의 음원의 위치
d) 구하여진 소음 값
d)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e)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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