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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험기관 
 

2.1 일반현황 
 

기  관  명 ㈜디티앤씨 

대 표 이 사 박채규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42 (유방동) 

전 화 번 호 031) 321-2664 

팩 스 번 호 031) 321-1664 

홈페이지 Http://www.dtnc.net 

 

2.2 시험장 소재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42 (유방동) 

전 화 번 호 031) 321-2664 

팩 스 번 호 031) 32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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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기관 지정사항 
 

 관련고시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지정번호 : KR0034 

분류 번호 시험종목 분류 번호 시험종목 

301-1 

302 

303-1 

304-2 

306 

307 

310-1 

311 

312 

313 

314 

315 

316-1 

318 

319 

321 

322 

323-1 

324 

325 

326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KN 22(정보기기류) 

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 공통)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N 61000-6-4(산업환경)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 

KN 60601-1-2(의료기기류) 

KN 61547(조명기기류)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N 61000-6-2(산업환경)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KN 301 489-3(특정소출렵 무선기기)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8-1 

 

329 

 

330 

331 

332 

 

333-1 

334 

335-1 

336 

 

339 

340 

341 

342 

343 

344 

345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 전화용  

무선설비)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 

기기) 

KN 301 489-13(생활무전기)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 

기기)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 

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61800-3(가변속 전력 구동기기)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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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험기준 
 

3.1 기술기준현황 
 

구분 제목 고시일자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6호 (2015.11.30) 

고시 전자파적합성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7호 (2015.12.03) 

공고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0호 (2015.12.03) 

 

3.2 시험적용규격 
 

고 시 적용 규격 
적용  

여부 
시험 결과 

전자파장해기준 제15조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합      부적합 

 

3.3 시험적용방법 
 

내     용 시 험 방 법 
적용  

여부 
시험 결과 

주 전원 포트 전도성 방출시험  

KN 32 

  적합        부적합 

비대칭 모드 전도성 방출시험   적합        부적합 

1 GHz 이하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시험 
  적합        부적합 

1 GHz 이상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시험 
  적합        부적합 

차동 전압 전도성 방출시험   적합        부적합 

RF 출력 단자의 희망신호와  

차동 전압 방출 시험 
  적합        부적합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KN 35 

KN 61000-4-2   적합        부적합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KN 61000-4-3   적합        부적합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시험 
KN 61000-4-4   적합        부적합 

서지 내성시험 KN 61000-4-5   적합        부적합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KN 61000-4-6   적합        부적합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시험 KN 61000-4-8   적합        부적합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내성시험 KN 61000-4-11   적합        부적합 

 

3.4 시험기자재 보완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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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험기자재의 기술제원 
 

4.1 기술제원 
 

구분 주요사양 및 특성 

Motherboard ASUS/ GL502VT MAIN BOARD 

CPU Intel/ I7-6700HQ 2.6G 

GPU NVIDIA/ N16E-GT-A1 

Panel LGD/ LP156UD1-SPB1 

HDD 
SEAGATE/ ST2000LM003 

(SATA3 M9T BP 2TB 5400R) 

SSD SAMSUNG/ MZ-VPV5120 

WIFI / BT Module INTEL/ 8260NGW 

Battery CPT/ B41N1526  

Adapter  DELTA/ ADP-180MB F 

 

파생모델 

구분 파생모델명 기본모델과의 차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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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험기자재 구성 및 배치 
 

5.1 전체구성 
 

기자재 명칭 모 델 명 제 조 번 호 제 조 사 비  고 

Notebook PC GL502V N/A ASUSTEK COMPUTER INC. 피시험기자재 

모니터 23MT55D 406KKNA04599 LG B급 

헤드셋 COV903 N/A ㈜코시 B급 

USB MEMORY 3.0 CANDLEIRON32GB N/A 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 B급 

SD Card N/A N/A Transcend B급 

USB MEMORY 1 

2.0 
Sandisk8GB N/A SANDISK B급 

모니터  

직류전원장치 
LCAP26-E 

EE94N6270890

70148 

Genmao Electronics 

(Suzhou) Co., Ltd. 
B급 

USB MEMORY 2 

2.0 
Sandisk34GB N/A SANDISK B급 

 

5.2 시스템구성 (시험기자재가 컴퓨터 및 시스템인 경우) 
 

항     목 모 델 명 제 조 번 호 제 조 사 비  고 

Notebook PC GL502V N/A ASUSTEK COMPUTER INC. 피시험기자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8260NGW N/A INTEL CORPORATION 

MSIP-CRM-

INT-

8260NGW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11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5.3 접속 케이블 
 

접속 시작 장치 접속 끝 장치 케 이 블  규 격 

명칭 I/O Port 명칭 I/O Port 길이(m) 차폐여부 

피시험기자재 HDMI 모니터 HDMI 1.8 Shield 

피시험기자재 DP 모니터 DP 1.7 Shield 

피시험기자재 STEREO 헤드셋 STEREO 1.5 Non-Shield 

피시험기자재 전원 직류전원장치 전원 1.6 Non-Shield 

피시험기자재 LAN 외부 LAN LAN 10 Non-Shield 

직류전원장치 전원 전원코드 전원 1.8 Non-Shield 

모니터 전원 
모니터  

직류전원장치 
전원 1.5 Non-Shield 

모니터  

직류전원장치 
전원 전원코드 전원 - - 

 

5.4 시험기자재의 동작상태 
 

- HDMI, DP MODE : 피시험기자재는 모니터와 HDMI, DP로 연결되어 LCD화면에 표준 컬러 막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하고 내부 부하프로그램(내장SSD C:를 읽고 쓰고 내장HDD: D:를 읽고 쓰고 

SD CARD E: USB MEMORY 3.0 F:를 읽고 쓰고 USB MEMORY 1 2.0 G: 읽고 쓰고 USB MEMORY 2 

2.0 H: 읽고 쓰고 저장 된 MP3를 출력하고 저장 된 영상을 출력하는상태)으로 동작하는 상태. 

- 피시험기자재는 외부 LAN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DATA를 주고 받는 상태. 

- HDMI, DP MODE 모두 각각 시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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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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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전자파 장해 허용기준 
 

※ 전자파적합성기준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7호 
 
허용기준에 대하여 평가 포트 유형에서 발생한 적어도 6개의 최고 방출의 측정 결과가 허용기준보다 
10 dB 이상 낮지 않다면, 이를 시험 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위 신호가 피시험기자재 방출을 가리는 경우에는 KN 16-2-3, 부록 A에 정의된 절차를 사용해 각 
주위 신호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피시험기자재 방출을 차폐하는 주위 신호의 주파수와 레벨은 
시험 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1 주 전원 포트 전도성 방출 허용기준  
 

구분 
주파수 범위 

[MHZ] 
검출기 / 분해능 대역폭 허용기준 [dB(μ V)] 

A급 기기 

0.15 –  0.5 
준첨두 / 9 ㎑ 

79 

0.5 –  30 73 

0.15 –  0.5 
평균 / 9 ㎑ 

66 

0.5 –  30 60 

B급 기기 

0.15 –  0.5 

준첨두 / 9 ㎑ 

66 - 56 

0.5 –  5 56 

5 –  30 60 

0.15 –  0.5 

평균 / 9 ㎑ 

56 - 46 

0.5 –  5 46 

5 –  30 50 

 
6.2 비대칭 모드 전도성 방출 허용기준  
 
[A급 기기] 
적용가능 : 유선 통신망, 금속 차폐체 또는 인장 부재가 있는 광섬유, 안테나, 방송 수신기 튜너 포트 

주파수 범위 
[MHz] 

결합장치 검출기 / 분해능 대역폭 
전압 허용기준 

[dB(μ V)] 
전류 허용기준 

[dB(μ A)] 

0.15 –  0.5 

비대칭 
인공회로망 

준첨두 / 9 ㎑ 
97 - 87 

해당사항 없음 
0.5 –  30 87 

0.15 –  0.5 
평균 / 9 ㎑ 

84 - 74 

0.5 –  30 74 

0.15 –  0.5 
용량성 

전압·전류 
프로브 

준첨두 / 9 ㎑ 
97 - 87 53 –  43 

0.5 –  30 87 43 

0.15 –  0.5 
평균 / 9 ㎑ 

84 - 74 40 –  30 

0.5 –  30 74 30 

0.15 –  0.5 

전류 프로브 

준첨두 / 9 ㎑ 

해당사항 없음 

53 –  43 

0.5 –  30 43 

0.15 –  0.5 
평균 / 9 ㎑ 

40 –  30 

0.5 –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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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기기] 
적용 포트 : 유선 통신망, 금속 차폐체 또는 인장 부재가 있는 광섬유, 안테나, 방송 수신기 튜너 포트 

주파수 범위 
[MHz] 

결합장치 검출기 / 분해능 대역폭 
전압 허용기준 

[dB(μ V)] 
전류 허용기준 

[dB(μ A)] 

0.15 –  0.5 

비대칭 
인공회로망 

준첨두 / 9 ㎑ 
84 –  74 

해당사항 없음 
0.5 –  30 74 

0.15 –  0.5 
평균 / 9 ㎑ 

74 - 64 

0.5 –  30 64 

0.15 –  0.5 
용량성 

전압·전류 
프로브 

준첨두 / 9 ㎑ 
84 - 74 40 –  30 

0.5 –  30 74 30 

0.15 –  0.5 
평균 / 9 ㎑ 

74 - 64 30 –  20 

0.5 –  30 64 20 

0.15 –  0.5 

전류 프로브 

준첨두 / 9 ㎑ 

해당사항 없음 

40 –  30 

0.5 –  30 30 

0.15 –  0.5 
평균 / 9 ㎑ 

30 –  20 

0.5 –  30 20  

 
 결합장치와 측정절차의 선택에 대해서는 부록 C에 정의되어 있다. 
 TV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 등 차폐된 포트는 150 Ω 의 공통모드 임피던스로 시험한다. 이때는 대개 

접지에 대해 150 Ω 으로 종단된 차폐체가 필요하다. 
 유선 통신망 포트의 기능도 갖는 AC 주전원 포트는 표 A8의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험은 전체 주파수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전압 과/또는 전류 허용기준의 적용은 사용한 측정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 C1을 참조한다. 
 시험은 하나의 피시험기자재 공급 전압 및 주파수 에서만 실시한다. 
 위에 열거한 포트들과 길이가 3 m를 넘는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포트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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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B급 기기의 차동 전압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 
 
적용 포트 : 접속 가능한 커넥터가 있는 TV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 RF 변조기 출력포트, 접속 가능한 
커넥터가 있는 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 
 

기기의 종류 
주파수 범위 

MHz 
검파기 

유형/대역폭 

B 급 허용기준 
[dB(μ V)] 75 Ω  

기타 
국부발진기 

기본파 
국부발진기 

고조파 

30 MHz –  1 GHz 채널에서 
운용되는 텔레비전수신기, 

비디오 레코더, PC용 
TV방송수신기 튜너카드, 
디지털 오디오 수신기 a) 

30 - 950 

1 GHz 이하 
준첨두 / 120 

kHz 
 

1 GHz 이상 
첨두 / 1 MHz 

46 46 46 

950 - 2 150 46 54 54 

위성 신호 수신을 위한 튜너 
유닛 (LNB 제외) b) 

950 - 2 150 46 54 54 

FM 방송 수신기와 PC용튜너 
카드 c) 

30 - 300 
46 54 

50 

300 - 1 000 52 

FM 자동차용 수신기 d) 
30 - 300 

46 66 
59 

300 - 1 000 52 

TV방송수신기 튜너포트에 
연결하도록 설계된 RF변조기 
출력포트가 있는 기기 (예: 
DVD기기, 비디오 레코더, 

캠코더, 재생기 등) e) 

30 - 950 

46 

76 46 

950 - 2 150 
해당사항 

없음 
54 

a) 30 MHz ~ 1 GHz 채널에서 운용되는 텔레비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및 PC용 TV 
방송수신기 튜너카드,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수신기 

b) 위성 신호 수신을 위한 튜너 유닛(LNB 제외) 
c) 주파수변조 오디오 수신기와 PC용 튜너 카드 
d) 주파수변조 카 라디오 
e) TV방송수신기 튜너포트에 연결하도록 설계된 RF변조기 출력포트가 있는 기기(예: DVD기기, 비디오 

레코더, 캠코더, 복호기 등), 방송신호를 증폭하여 분배하는 방송기기(구내 증폭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f)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의 차동전압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은 A급, B급 기기에 모두 적용한다. 
시험은 하나의 피시험기자재 공급 전압 및 주파수 에서만 필요하다. 
'기타'는 국부발진기의 기본파와 고조파 이외의 모든 방출에 적용한다. 
시험은 장치를 3개 수신 채널(예, 하한/중앙/상한)에서 작동시켜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은 전체 주파수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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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GHz 이하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 허용기준   
 

주파수범위 
[MHz] 

측정거리 (m) 검출기/분해능대역폭 
A급 허용기준  
[dB(μ V/m)] 

B급 허용기준  
[dB(μ V/m)] 

30 –  230 
10 준첨두 / 120 ㎑ 

40 30 

230 –  1000 47 37 

 
[FM 수신기] 

주파수범위 
[MHz] 

측정거리 (m) 검출기/분해능대역폭 
기본파 

[dB(μ V/m)] 
고조파 

[dB(μ V/m)] 

30 –  230 

3 준첨두 / 120 ㎑ 60 

52 

230 –  300 52 

300 –  1 000 56 

1. 이 완화된 허용기준은 국부발진기의 기본파 및 고조파 주파수에서의 방출에만 적용한다. 다른 
주파수에서의 허용기준은 주파수 30 MHz ~ 230 MHz 까지는 40 ㏈(µV/m), 230 MHz ~ 1 
GHz 까지는 47 dB(μ V/m))으로 한다.  

2. FM 수신기능과 다른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기기의 경우 측정거리 10 m 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거리 변화에 따른 허용기준은 20 dB/decade 로 보상하여 적용한다. 

 
 
6.5 1 GHz 이상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 허용기준 
 

구   분 
주파수범위 

[GHz] 

허용기준 [dB(μ V/m)] 

첨두 평균 

A 급 기기 (3 m) 

1 ~ 3 76 56 

3 ~ 6 80 60 

B 급 기기 (3 m) 

1 ~ 3 70 50 

3 ~ 6 74 54 

 
※ 복사성 방출 허용기준 조건부 시험 절차 
 
피시험기자재의 최대 내부 발사원은 피시험기자재내 또는 피시험기자재가 작동하고 조정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최대 주파수로 정의한다. 피시험기자재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108 MHz 이하이면 
측정은 1 GHz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피시험기자재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108 –  500) MHz이면 측정은 2 GHz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피시험기자재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500 MHz - 1 GHz이면 측정은 5 GHz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피시험기자재의 내부 발사원 최대 주파수가 1 GHz 이상이면 측정은 해당 최대 주파수의 5 배 주파수 
또는 6 GHz 중 더 작은 주파수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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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측정불확도  
 

 

6.7 규격적용시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시험명 주파수 범위 측정 불확도 

AC 주전원포트에서의  

전도성 방해 시험 
0.15 MHz ~ 30 MHz 2.36 ㏈ (C.L.: Approx. 95 %, k=2) 

방사성 방해 시험 30 Hz ~ 1 GHz 3.5 ㏈ (C.L.: Approx. 95 %, k=2) 

방사성 방해 시험 1 GHz Above 4.0 ㏈ (C.L.: Approx. 95 %,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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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자파보호 기준 
 

7.1 시험적용 규격 
 

※ 전자파적합성기준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5-27호  

내성시험명 적용단자 내성기준 단위 성능평가기준 적용규격 비고 

정전기방전 함체포트 
± 8 (공기중 방전) 

± 4 (접촉방전) 
kV 
kV 

B KN61000-4-2  

방사성 RF 
전자기장 
(소인) 

함체포트 
≤ 80 ~ 1000 

3  
80 

MHz 
V/m(무변조, rms) 

% AM (1 kHz) 
A KN61000-4-3  

방사성 RF 
전자기장 
(스폿) 

함체포트 

1 800, 
2 600, 

3 500, 5 000 
MHz 

A KN61000-4-3 주6) 
3 V/m(무변조, rms) 

80 % AM (1 kHz) 

EFT/버스트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 
포트 

± 0.5 
5/50 

5 

kV 
Tr/Th ns 

kHz (반복주파수) 
B KN61000-4-4 

주1), 
주2) 

입력직류 
전원포트 

± 0.5 
5/50 

5 

kV 
Tr/Th ns 

kHz (반복주파수) 
주1) 

입력교류 
전원포트 

± 1 
5/50 

5 

kV (첨두치) 
Tr/Th ns 

kHz (반복주파수) 
B KN61000-4-4  

서지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 
포트 

10/700(5/320) 
± 1 
± 4 

Tr/Th μ s 
kV (첨두치) 
kV (첨두치) 

C 

KN61000-4-5 

주1), 
주3) 1.2/50 (8/20) 

± 0.5 
± 4 

Tr/Th μ s 
kV (첨두치) 
kV (첨두치) 

입력직류 
전원포트 

1.2/50 (8/20) 
± 0.5 

Tr/Th μ s 
kV (첨두치) 

B 

주1), 
주4) 

입력교류 
전원포트 

1.2/50 (8/20) 
± 1 (선-선간) 

± 2 (선-접지간) 

Tr/Th μ s 
kV (첨두치) 
kV (첨두치) 

주8), 
주9) 

전도성 RF 
전자기장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 
포트 

0.15 ~ 10 
3  
80 

MHz 
V (무변조, rms) 
% AM (1 kHz) 

A KN61000-4-6 주1) 

입력직류 
전원포트 

10 ~ 30 
3 ~ 1 

80 

MHz 
V (무변조, rms) 
% AM (1 kHz) 

입력교류 
전원포트 

30 ~ 80 
1  
80 

MHz 
V (무변조, rms) 
% AM (1 kHz) 

A KN61000-4-6  

전원 주파수 
자기장 

함체포트 
60 
1 

Hz 
A/m (rms) 

A KN61000-4-8 주5) 

전압 강하 
입력교류 
전원포트 

> 95 
0.5 

% 감소 
주기 

B 

KN61000-4-11 주7) 
30 
30 

% 감소 
주기 

C 

순간 정전 
입력교류 
전원포트 

> 95 
300 

% 감소 
주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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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길이가 3 m를 초과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포트에만 적용한다. 
주2) xDSL포트에 대한 반복율은 100 kHz 이다. 
주3) 시험 레벨은 1차 보호 없이 포트에 적용하고, 4 kV 레벨은 1차 보호를 한 상태에서 적용한다.  

가능한 한 설비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실제 1차 보호기를 사용한다. 이 4 kV 요구규격은 안테나 
포트(3.1.3) 또는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3.1.8_)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700 (5/320) μ s 파형의 결합 회로망이 고속 데이터 포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시험은 1.2/50 (8/20) μ s 파형 및 적합한 결합 회로망을 이용해 수행하여야 한다. 
서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포트에 적용한다. 

a. 건물 구조물을 벗어나는 케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 
b. 안테나 포트(3.1.3), 유선통신망 포트(3.1.31), 또는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3.1.8)로 정의된 것, 

포함되는 대표적인 포트로는 xDSL, PSTN, CATV,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 제외되는 
포트로는 LAN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 

주4)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옥외 케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트에만 적용한다. 
주5) 본질적으로 자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CRT 모니터, 홀 효과 소자, 전기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센서 또는 저주파트랜스포머 등)가 포함된 기기에 적용한다. EUT가 CRT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시험레벨 결정은 D.3.2를 참조한다. 

주6) 전자기장의 세기는 제조자가 정의한 보호 거리(이격 거리로부터 유도한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3 
V/m의 전자기장 세기는 최소 요구규격이며, 표 항 1.3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부록 I에는 적절한 레벨을 선택하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주7) 전압 파형의 0도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변화. 0도 개폐로 시험하였을 때 피시험기자재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90도 개폐에서 시험을 하고, 다시 270도 개폐에서 시험하여 준수 
여부를 입증하여도 된다 

주8) 제조자가 보호 조치를 규정한 경우 그 시험은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주9) 인가된 펄스의 개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90° 위상일 때 선-선간 정펄스 5개,  
•   270° 위상일 때 선-선간 부펄스 5개 

다음의 추가 펄스는 피시험기자재가 접지에 연결되어 있거나 피시험기자재가 관련기기를 통해 
접지된 경우에만 필요하다. 
•   90° 위상일 때 선-접지간 정펄스 5개 
•   270° 위상일 때 선-접지간 부펄스 5개 
•   90° 위상일 때 중성선-접지간 부펄스 5개 
•   270° 위상일 때 중성선-접지간 정펄스 5개 

다상 계통에 중성선이 있는 경우, 시험은 다른 위상들이 현저하게 다른 회로 배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단상에 (위에서 정의한 대로) 적용한다. 
다상 계통에 중성선이 없는 경우 시험은 기본 시험방법에 정의된 대로 적용한다. 
 

(비고) 
 
1. 폐쇄회로 TV, 감시 카메라, 녹화기 등 감시기기는 다음의 두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만약 3 V 

시험 조건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 1 V 시험 조건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3 V 에서는 화면에 희미한 흰줄이 가는 등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허용되나, 인식물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인식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계속해서 동작되어야 한다. 
나. 1 V 에서는 식별 가능한 화질 손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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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능평가기준 
 
-  관련 부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주요 기능을 시험하는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성능평가기준 A : 기기는 사용자의 조작 없이 의도된 대로 계속 작동하여야 한다. 기기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제조자가 정한 성능 레벨 밑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동작 상태가 
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능 레벨은 허용 가능한 성능 상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조자가 최소 
성능 레벨 또는 성능 상실 허용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는 제품 설명서와 
문헌으로부터, 그리고 사용자가 기기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준 B: 방해 시험 동안에는 성능 저하가 허용된다. 하지만 시험 후에도 실제 동작 상태나 
저장된 데이터의 비의도적 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후 기기는 사용자 개입 없이 의도된 대로 계속 작동하여야 한다. 기기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제조자가 정한 성능 레벨 밑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자가 최소 성능 레벨(또는 허용 가능한 성능 상실), 또는 회복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 둘 중 
어느 하나는 제품 설명서와 문헌 및 사용자가 기기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준 C : 기능이 자체 복구될 수 있는 것이거나 사용자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제어장치를 
작동시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 상실이 허용된다. 또한 재부팅 또는 재가동(re-
start)은 허용된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거나 배터리 백업으로 보호된 정보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7.3 규격적용시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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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추가 시험 요건 
 

디스플레이 관찰 거리 1 m 

네트워킹 기능 시험 시 사용한 케이블 유형 Cat 5 

네트워킹 기능 시험 시 데이터 속도 1000 Mbps 

오디오 출력 기능 시험 시 선정된 레벨 -25 dBm 

 
- 부록 D 디스플레이 기기 시험 시 직접 관찰하는 경우 선택한 관찰 거리를 시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부록 F. 시험 중에 사용한 케이블 유형(들)은 시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부록 F. 성능평가기준  
  1) 성능 저하가 관찰된 각 장해 주파수 범위에서 3개의 주파수(시작, 중간, 끝)을 식별하여야 한다. 

2) 단계 1에서 식별한 주파수 각각에서 장해 신호를 켜고 시스템을 재설정한다. 
3)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현 오차나 동기화 상실 없이 적어도 60초의 체류시간 동안 
기능한다면, 시스템의 성능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4) 단계 1에서 파악한 주파수와 단계 2에서 얻은 데이터 속도를 시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선정된 기준 레벨은 피시험기자재의 통상 사용 시 발생하는 대표 레벨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정된 레벨과 이를 선정한 근거를 시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피시험기자재의 오디오 이득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오디오 입력 레벨과 이득 설정은 시험 
보고서에 기재 

- 부록 G : 오디오 출력 기능 시험 요건  
SPL 측정기나 마이크로폰을 사용해 음향적 기준 레벨을 정한다. 시험 중에 복조된 오디오 
신호를 측정해 이를 음향적 기준 레벨과 비교해 장해비를 정한다. 
1. 측정 변환기를 적절하게 구성해 음향 출력을 모니터링하여 피시험기자재의 기능을 평가한다(음향), 

측정기기를 피시험포트에 연결한다.(전기적 측정) 
2. 피시험 포트에서 발생한 출력이 가해진 방해를 변조하는데 사용될 주파수(대개 1 kHz)에서 

정현파(톤)가 음향적 기준 레벨과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적합한 입력을 피시험기자재에 가한다. 
3. 그 결과로 얻은 dB(spl) 레벨(또는 다른 적합한 단위)를 L0 값으로 기록한다(음향), 그 결과로 얻은 

dB(V)(또는 다른 적합한) 단위의 레벨을 L0 값으로 기록한다.(전기적 측정) 
4. 피시험 포트가 무음이 되거나 무음을 표현하도록 피시험기자재의 입력을 변경한다. 이러한 변경은 

피시험기자재 입력에서의 종단 임피던스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음향), 피시험기자재의 입력 신호를 
제거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든다.(전기적 측정) 

5. RF 방해를 해당 포트에 가하고 그 결과로 얻은 dB(spl) 레벨을(음향) 또는 dB(v)(전기적 측정) L1 
값으로 기록한다. 

6. 다음 공식을 이용해 장해비를 계산한다.  
음향적 장해비 = L1 –  L0, 전기적 장해비 = L1 –  L0 

7. 음향적 및 전기적 장해비는 G.7에 정의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소요 방해 주파수에 단계 5 ～ 7을 반복한다. 

 

* 다른 부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 기능 별 시험 시 우선되는 추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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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방출 측정에 관한 멀티미디어기기 관련 추가 조건 
 
1) 전도성 방출의 측정 중 피시험기자재의 전용 접지 연결부는 의사전원회로망 (AMN)의 기준점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조자가 별도로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 접지 연결부는 주전원 
포트 케이블과 길이가 같은 것이어야 하며, 0.1 m 이하의 이격 거리로 주전원 포트 케이블과 
평행하게 포설되어야 한다. 

 
2) "동축"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는 접지에 150 Ω  공통모드 종단을 제공하며 기준접지면에 접합된 

비대칭의사회로망 (AAN) (또는 KN 61000-4-6에 정의된 CDN)에 연결하여야 한다. 
 
3) 탁상형 기기에 대한 특정 조건 

 
 a) 기준접지면은 최소 크기가 2 m x 2 m이어야 하며, 모든 방향에서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을 넘어 최소 0.5 m 돌출하여야 한다. 
 
대안 1: 수직 기준접지면을 이용해 측정을 하여야 한다.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의 뒷면은 수직 기준접지면으로부터 0.4 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용 중인 모든 
접지면은 서로 접합시켜야 한다. 사용 중인 의사전원회로망 (AMN)과 비대칭의사회로망 (AAN)은 
수직기준접지면에 또는 이에 접합된 다른 금속면에 접합시켜야 한다. 
 
테이블 뒷면에 늘어진 신호 케이블 부분은 수직 기준접지면으로부터 0.4 m 그리고 수직 기준접지 
면에 접합된 수평 기준접지면으로부터 0.4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유전상수를 갖는 비전도성 재료로 만든 고정구를 사용해 간격을 유지한다.  
 
KN 32 규격 그림 D.2의 측정 배치도 참조 

 
b) 수평 기준접지면을 이용해 측정을 하여야 한다.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은 수평 기준접지면보다 0.4 m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KN 32 규격 그림 D.3, D5의 측정 배치도 참조 
 

4) 바닥설치형 기기에 대한 특정 요구규격 
 
SAC 내에서 전도성 방출 측정을 할 경우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은 D.1.1의 일반 원칙을 충족하면서 D.2.1에 정의된 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피시험기자재가 
이 구성에 맞게 설계되었다면 관련기기 케이블 포설은 높게 하여야 한다. 측정 배치도의 예는 KN 32 
규격의 그림 D.6과 같다.  

 
5) 탁상형 기기와 바닥설치형 기기의 조합에 대한 특정 요구규격 
 

전도성 방출 측정에 대한 구성은 D.1.1의 일반 원칙을 충족하면서 D.2.1에 정의된 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탁상형 기기는 D.2.2의 대안 1 또는 대안 2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바닥설치형 기기는 수평 
기준접지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탁상형 기기에 수직 기준접지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설치형기기가 수직 기준접지면으로부터 적어도 0.8 m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탁상형 기기와 바닥설치형 기기 간의 간격을 표 D1에 명시된 0.1 m 간격보다 크게 설정하여야 한다. 

 
6) 피시험기자재는 동작모드, 전송속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시험하여 가장 높은 측정값을 

시험값으로 선택함. 
 
7) 피시험기자재는 독립적인 회로망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기타 주변기기는 별도의 회로망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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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동형 기기는 접지된 도체벽면으로부터 0.4 m 다른 접지면으로부터 0.8 m 이상 떨어져서 시험함. 
 
9) 유연성 전원선인 경우에는 회로망과 피시험기자재의 중앙 위치에서 0.3 m 내지 0.4 m 의 8 자 

형태로 수평적으로 중첩하여 묶는다. 비유연성 전원선 또는 코일형 코드의 경우에는 실제 상태로 
시험하며 시험성적서에 그 사실을 기록함. 

 
10) 이중절연기기의 전도 시험 시 주변기기를 통하여 접지 연결될 경우, 사용자설명서에 3-pin  

주변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 접지가 안 된 주변기기(접지 미 연결)를  
사용하여 시험, 제품의 외관에 메탈(전도체)로 접지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전도체와 기준 
접지면을 연결하여 시험하고, 피시험기자재의 외관에 메탈(전도체)로 접지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지를 가지 주변기기를 연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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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험방법 및 결과 
 

9.1 AC 주전원 포트에서의 전도성 방해 시험 
 
9.1.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CI7 R & S 100538 2017.02.05  

LISN ESH2-Z5 R & S 828739/006 2016.09.10  

PULSE LIMITER ESH3-Z2 R & S 101334 2017.01.05  

50 OHM TERMINATOR CT-01 TME N/A 2017.01.05  

EMI TEST RECEIVER ESCI R & S 100364 2017.02.25  

ARTIFICIAL MAINS 

NETWORK 
PMM L2-16B 

NARDA S.T.S. / 

PMM 
000WX20305 2016.06.26  

LISN LISN1600 TTI 197204 2016.06.26  

SINGLE-PHASE 

MASTER 
4420 NF 3049354420023 2016.09.09  

HIGH PASS FILTER KFL-007D KYORITSU 8-2259-4 N/A  

50 OHM TERMINATOR CT-01 TME N/A 2017.01.05  

 

9.1.2 시험장소: 차폐실 
 
9.1.3 환경조건: 온도 22 C, 습도 36 % R.H., 기압 101.7 kPa 
 
9.1.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의 측정 배치는 통상 응용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통상 운전 중 바닥 위에 놓도록 만들어진 피시험기자재 또는 피시험기자재의 일부(측정 체적 안에 

필요한 관련기기 포함)는 바닥설치형 기기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피시험기자재(탁상형, 
벽면설치형, 또는 탁상형/벽면설치형)는 물리적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피시험기자재를 놓지 
않는 한 탁상형 기기로 배치하여야 한다. 

 
3) 피시험기자재의 일부로 간주되는 모든 케이블은 표 D1의 길이 제한에 따라, 배치 크기를 최소화하는 

요구규격에 따라 통상 사용시와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모니터 앞에 놓아야 한다. 

 
4) 관련기기 방출 악영향을 제한하거나 측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기를 기준접지면 밑에 놓거나 

관련기기를 측정구역 밖에 놓는 등의 배치는 가능하다. 다만, 이 배치는 피시험기자재에서 측정한 
방출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랙 장착형 피시험기자재는 랙 안에 또는 탁상형 기기로 배치할 수 있다. 바닥설치형 및 탁상형 구성, 

또는 바닥설치형 및 벽면설치형 구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피시험기자재는 탁상형 배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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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 장치 구성에 사용된 케이블의 유형과 구조는 통상적인/대표적인 사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완화 

기능(예: 차폐, 길이당 더 많이 꼬는 것, 페라이트 비드)을 갖춘 케이블은 모든 배치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에 완화 기능이 있다면 이를 시험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공급한 것이거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케이블은 설치 설명서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7) 측정 구역 밖에 놓인 관련기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기준접지면(또는 해당하는 경우 턴테이블)에 

직접 포설할 수 있지만, 절연한 후에 시험장 외부에 있는 장소까지 직접 포설하여야 한다. 절연물 
두께는 150 mm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접지에 접합되는 케이블은 통상 관례에 따라 
또는 제조자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준접지면에 접합하도록 한다. 

 
8)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포트에서 전도성 방출을 측정하는 동안 피시험기자재와 측정장치 또는 

프로브 간의 케이블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표 D1의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9) 전도성 방출 측정의 경우 케이블의 여유 길이는 되도록 이면 피시험기자재와 의사전원회로망(AMN) 

사이 중간 지점에 비유도성으로 묶어야 한다. 이 묶음 길이는 표 D1에 명시한 거리를 만족하도록 
0.4 m 미만이어야 한다. 

 
10) 비유도성 묶음이란 최소 굽힘 반경을 이용해 반대 방향으로 감은 대체 종단 루프를 겹치게 

배치함으로써 케이블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묶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감아서는 안 
된다. 

 
11) 높게 포설되지 않은 모든 루프백 케이블의 유효 길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루프백 

케이블은 인출선이 귀로와 밀착하여 결합되지 않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12) 주전원 케이블의 유효 길이는 가능한 한 1 m ± 0.1 m이어야 한다. 
 
13) 케이블 길이는 케이블을 곧게 폈을 때 케이블 커넥터 종단(돌출한 핀은 제외한다) 사이의 거리이다. 

케이블에 하나 이상의 묶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유효 케이블 길이는 케이블 커넥터 종단(돌출한 
핀은 제외한다) 사이의 거리이다. 케이블이 묶여 있는 경우 유효 케이블 길이는 실제 길이보다 
짧아질 것이다. 

 
14) 대표적인 동작 조건을 모사하는 부하 와/또는 장치는 피시험기자재 인터페이스 포트 유형마다 

적어도 1개에 연결하여야 한다. 실제 사용하는 장치로 부하(또는 종단)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로 포트에 부하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모드와 차동 모드를 모두 고려해 대표 임피던스를 가하여 포트에 부하를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하 와/또는 장치는 케이블이 통상적인 사용용도를 대표한다면 그러한 케이블로 
연결하여야 한다. 

 
15) 유형이 같은 포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제조자는 다음을 고려해 이러한 포트에 별도로 부하를 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방출 레벨의 극대화. 케이블을 추가하더라도 방출 레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가령 2 dB 미만으로 변할 때는) 최대값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재현성 
•  이 절의 다른 요구규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 구성의 달성 

 
16) 종단의 유무에 관계없이 별도의 케이블을 피시험기자재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피시험기자재 

안에 있는 유사 요소(플러그인 모듈, 내장 메모리 등)의 수를 정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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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시험기자재에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포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시험용 포트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야 한다. 
•  동일 카드 또는 모듈 유형에 유사 포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대표 포트 1개를 평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유형이 다른 카드나 모듈에 유형이 같은 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각 카드나 모듈 유형에서 대표 
  포트 1개를 평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18) 전용 접지 연결이 필요한 피시험기자재는 실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접지 연결로 기준접지면에 

또는 챔버 벽에 접합하여야 한다. 
 
19) 피시험기자재 간격 및 거리에 대한 요구규격은 KN 32 규격 표 D1에 명시되어 있다. 
 
20) 탁상형 배치 

 
- 전원공급기를 포함해 탁상용으로 만들어진 기기는 피시험기자재,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 

및 관련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비전도성 테이블 위에 놓아야 한다. 
되도록 이면 피시험기자재 뒷면을 테이블 뒷면과 같은 높이로 하는 것이 좋다. 

 
b) 방사 측정의 경우 테이블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전상수를 가진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KN 16-1-4, 5.5.2에는 테이블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유전체 품질을 적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정값이 기술되어 있다. 

 
c) 외부 전원공급기(AC/DC 전원변환기 포함)의 배치는 표 D1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듈 또는 유닛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테이블 뒤쪽에 늘어뜨려야 한다. 케이블이 수평 기준 
접지면(또는 바닥)에서부터 0.4 m보다 짧게 늘어져 있다면 그 늘어진 부분은 케이블 중심에서 접어 
0.4 m보다 길지 않게 묶어서 그 케이블 묶음이 수평 기준접지면보다 0.4 m 더 높도록 하여야 한다. 

 
e) 주전원 포트 입력 케이블의 길이가 0.8 m 미만이면 (주전원 플러그에 통합된 전원공급기를 포함해) 

확장 케이블을 사용해 외부 전원공급기가 측정 테이블 위에 놓이도록 하여야 한다. 확장 케이블은 
주전원 케이블(도체의 수와 접지 연결부 포함)의 특성과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확장 케이블은 
주전원 케이블의 일부로 취급하여야 한다. 

 
f) 전원공급기 출력 케이블은 기기간 케이블로 간주하여야 한다. 

 
g) 측정 배치도의 예는 KN 32 그림 D.1 ~ 그림 D.5 및 그림 D.8을 참조 한다. 
 

21) 바닥설치형 배치 
 

a) 케이블 포설을 제조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포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기기 간 케이블이 대개 높게 포설되어 있는 경우, 그 케이블은 가공 지지물까지 수직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기기간 가공 케이블은 첫 번째 기기에서부터 지지물까지 상승하여 지지물을 따라 
포설된 후 다른 기기로 늘어뜨려야 한다. 가공 출구 케이블은 첫 번째 기기에서부터 지지물까지 
상승해 그 지지물을 따라 지정된 거리까지 포설된 후 기준접지면까지 늘어뜨리며 설비 밖 멀리 
떨어진 관련기기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잉여 케이블은 비유도적으로 묶되 (표 D1에 정의된 이격 
거리를 고려해) 기준접지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c) 주전원 케이블은 수평 기준접지면까지 수직하게(이와 절연시켜) 늘어뜨려야 한다. 
 

d) 피시험기자재는 수평 기준접지면에서 (최대 150 mm 두께의 절연물로) 절연시켜야 한다. 기기에 
전용 접지 연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 기준접지면에 접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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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탁상형 및 바닥설치형 피시험기자재 배치의 조합 
 
a) 탁상형 및 바닥설치형 피시험기자재의 조합을 평가할 때는 2개의 기준접지면이 필요하다. 수평면은 

항상 바닥설치형 기기의 기준접지면이지만, 전도성 방출 측정 중에 탁상형 기기의 기준접지면은 
수평면이나 수직면이 될 수 있다. 수평 기준접지면 위로 늘어뜨릴 정도로 충분히 긴 탁상형 기기와 
바닥설치형 기기 사이 기기간 케이블은 비유도적으로 묶어야 하며(또는 묶기에 너무 짧거나 
뻣뻣하다면 배치하되 감지 않는다), 테이블 위에 놓거나 아니면 0.4 m에서 또는 케이블 최저 
진입점이 0.4 m 미만이면 이 진입점 높이로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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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시험결과  

 

(주전원포트 _ HDMI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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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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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원포트 _ DP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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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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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비대칭 모드 전도성 방출 시험  
 

9.2.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CI7 R & S 100910 2017.02.25  

ARTIFICIAL MAINS 

NETWORK 
ESH2-Z5 R & S 828739/006 2016.09.10  

PULSE LIMITER ESH3-Z2 R & S 101334 2017.01.05  

50 OHM TERMINATOR CT-01 TME N/A 2017.01.05  

EMI TEST RECEIVER ESCI R & S 100364 2017.02.25  

ARTIFICIAL MAINS 

NETWORK 
PMM L2-16B 

NARDA S.T.S. / 

PMM 
000WX20305 2016.06.26  

LISN LISN1600 TTI 197204 2016.06.26  

SINGLE-PHASE MASTER 4420 NF 3049354420023 2016.09.09  

HIGH PASS FILTER KFL-007D KYORITSU 8-2259-4 N/A  

50 OHM TERMINATOR CT-01 TME N/A 2017.01.05  

ISN T4A TESEQ GMBH 24869 2017.01.07  

ISN T8 TESEQ GMBH 24815 2017.01.07  

 

9.2.2 시험장소: 차폐실 

 

9.2.3 환경조건: 온도 22 C, 습도 36 % R.H., 기압 101.7 kPa 

 

9.2.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10 호 
 

1) –  22) 9.1.4 시험방법과 동일 

 
23) 측정은 피시험기자재에 지정된 전압과 주파수의 동작 범위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4)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속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10Base-T 이더넷 트래픽을 송신하는 피시험기자재를 평가할 때는 다음을 적용한다. LAN 
활용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방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LAN 활용이 10%를 넘는 조건을 만들고 
최소 250 ms 동안 그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5) 전용 AC/DC 전원변환기로 전원이 공급되는 DC 전원 포트가 있는 기기는 AC 주전원 사용기기

로 간주하며, 전원변환기로 시험하여야 한다. 전원변환기를 제조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변
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동축"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는 접지에 150 Ω  공통모드 종단을 제공하며 기준접지면에 접합된 

비대칭의사회로망(AAN)(또는 KN 61000-4-6에 정의된 CDN)에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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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시험결과  

 

(통신포트 _ 1000 Bas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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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차동 전압 전도성 방출 시험 
 
9.3.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CI R & S 100364 2017.02.25  

SPLITTER ZFRSC-41 MINI CIRCUITS SF624000603 2016.06.26  

SIGNAL GENERATOR SMT03 R & S 100417 2016.06.25  

MULTI SYSTEM 

DIGITAL MODULATOR 
3513A EIDEN FE102335 N/A  

 
9.3.2 시험장소: 차폐실 
 
9.3.3 환경조건: 해당무 
 
9.3.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의 TV/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에서 측정을 할 때는 비변조 반송파를 발생시키는 신호 

발생기를 사용해 피시험기자재의 동조 주파수에서 RF 신호로 수신기 입력단에 급전하여야 한다 
 
2) 신호 발생기의 출력 레벨은 FM 수신기의 경우 60 dB(μ V), TV 수신기의 경우 70 dB(μ V)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지정된 레벨은 수신기의 75 Ω  임피던스 입력 단자 양단의 
전압이다. 

 
3) 피시험기자재의 TV/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와 관련기기(신호 발생기)는 동축 케이블과 저항성 

결합회로망(또는 다른 적합한 장치)로 측정장치의 입력단에 연결하여야 한다. 사용된 결합회로망이나 
장치는 관련기기와 측정장치 사이에서 최소 6 dB의 감쇠를 가져야 한다. 

 
4) 피시험기자재의 TV/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에 나타나는 임피던스는 이 포트가 설계된 공칭 안테나 

입력 임피던스와 동일하여야 한다. 피시험기자재는 관련기기(신호 발생기)에서 나온 희망 신호로 
동조시켜야 한다. 방출 레벨은 피시험기자재 TV/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와 측정 장치 간의 감쇠를 
고려하여 해당 주파수 범위 양단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5) 결과는 방출 전압[dB(μ V)]으로 나타내야 한다. TV/FM 방송수신기 튜너 포트의 지정된 입력 

임피던스를 결과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9.3.5 시험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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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RF 출력 단자의 희망 신호와 차동 전압 방출 시험 
 
9.4.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CI R & S 100364 2017.02.25  

SPLITTER ZFRSC-41 MINI CIRCUITS SF624000603 2016.06.26  

SIGNAL GENERATOR SMT03 R & S 100417 2016.06.25  

MULTI SYSTEM 

DIGITAL MODULATOR 
3513A EIDEN FE102335 N/A  

 
9.4.2 시험장소: 차폐실 
 
9.4.3 환경조건: 해당무 
 
9.4.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에 RF 변조기 출력 포트(예: 비디오 레코더, 캠코더, 복호기)가 있는 경우에 RF 변조기 

출력 포트에서 희망 신호 레벨과 방출 전압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2) 피시험기자재의 RF 변조기 출력 포트는 KN 32 그림 C.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축 케이블과 정합 
회로망(필요한 경우)으로 측정장치의 입력단에 연결한다.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는 피시험기자재의 
공칭 출력 임피던스와 같아야 한다. 피시험기자재는 KN 32 부록 B에 정의된 비디오 신호로 변조된 
RF 반송파를 발생시켜야 한다. 

 
3) RF 출력 레벨은 측정장치(비디오 반송파 주파수 및 그 고조파로 동조된 것)의 지시값에 정합 

회로망의 삽입 손실을 더해 구하여야 한다.. 
 
9.4.5 시험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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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GHz 이하 주파수에서 방사성 방출 시험  
 
9.5.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U R & S 100014 2017.01.06  

BILOG ANTENNA CBL6112B SCHAFFNER 2737 2016.04.10  

AMPLIFIER 8447E H/P 2945A02865 2017.01.06  

SPECTRUM ANALYZER E4411B AGILENT US41062735 2016.06.25  

AMPLIFIER 8447D AGILENT 2443A03690 2016.06.25  

 
9.5.2 시험장소: 10 m 대용시험장 
 
9.5.3 환경조건: 온도 19 C, 습도 32 % R.H. 
 
9.5.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  22) 9.1.4 시험방법과 동일 
 
23) 측정 중에는 적합한 광대역 선형편파 안테나 또는 동조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안테나들은 ANSI C63.5의 절차에 따라 자유공간 조건에서 교정하여야 한다. 
 
24) 피시험기자재와 피시험기자재 주변 관련기기는 부록 D에 정의된 대표적인 공간과 요구규격을 

고려해 시험 체적 내에 가장 간결한 실용적 배치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의 중앙점은 턴테이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측정 거리는 이 배치를 둘러싸는 가상 원 주변과 안테나 교정 기준점 간의 
최단 수평 거리이다 

 
25) 가능한 한 모든 HID는 대표적인 배치로 놓아야 한다. HID는 테이블이 1 m 이상 깊지 않다면 

테이블의 정면 가장자리에 놓아도 된다. 더 깊은 테이블을 사용한다면 HID는 가장 원 주변의 크기를 
늘리지 않는 한 정면 가장자리에만 놓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테이블의 뒷면 
가장자리에서부터 HID의 정면까지 1 m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6) 공식 측정에는 사전 측정 중에 허용기준에 대해 최고 크기 방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구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공식 측정은 허용기준에 대해 최고 크기 방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구성을 사용해 수행하여야 하며 그 선정 사유를 시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7) 주기 시간은 피시험기자재가 한 동작을 완전히 끝내는 기간이다. 모든 공식 측정 중에는 대개 

주기시간보다 긴 휴지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휴지 시간은 15초로 제한할 수 있다. 
 
28) 사전 측정의 목적은 피시험기자재가 최고 방출 레벨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결정하고 공식 측정에 

사용할 구성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전 측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N 32 부록 
E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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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시험결과 
 
(HDMI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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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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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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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 GHz 이상 주파수에서 방사성 방출 시험  
 
9.6.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MI TEST RECEIVER ESU R & S 100014 2017.01.06  

BROAD-BAND  

HORN ANTENNA 
BBHA 9120D SCHWARZBECK 9120D-1014 2016.06.24  

PREAMPLIFIER 8449B AGILENT 3008A01590 2017.02.24  

 
9.6.2 시험장소: 10 m 대용시험장 
 
9.6.3 환경조건: 온도 19 C, 습도 32 % R.H. 
 
9.6.4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  22) 9.1.4 시험방법과 동일 
 
23) 피시험기자재는 통상 사용 상태에서 각 주변기기 및 케이블 등을 최대 방사가 일어나도록 배치함. 
 
24) 피시험기자재를 방위각 (0° ∼ 360°) 상에서 회전시키고 수신안테나를 피시험기자재 높이에 따라 

이동 시키면서, 수평 및 수직편파 각각의 최대 방사점을 찾음. 
 
25) 측정거리는 3 m 로 함. 
 
26) 전계강도는 다음식으로 산출하되, 보정요인이 자동 보정되는 경우에는 그때 측정치를 그대로 적용. 
 
   F1 [dB(μ V/m)] = F2 [dB(μ V)] + AF [dB/m] + CL [dB] 
   F1: 최종측정치 F2: 계기지시치 AF: 안테나 보정계수 CL: 케이블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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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시험결과  
 

(Peak _ HDMI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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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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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_ HDMI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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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_ DP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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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_ DP MODE) 

 

측정일 : 2016년 03월 03일 

측정자 : 나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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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  적합           부적합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50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9.7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9.7.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ELECTROSTATIC 

DISCHARGE SYSTEM 
ESS-B3011 NOISEKEN ESS1438118 2017.01.07  

ESD GUN GT-30R NOISEKEN N/A 2017.01.07  

ELECTROSTATIC 

DISCHARGE SYSTEM 
ESS-2000 NOISEKEN ESS0675752 2016.03.10  

ESD GUN TC-815R NOISEKEN ESS0675835 2016.03.10  

 
9.7.2 시험장소: 차폐실 
 
9.7.3 환경조건 

기준치 측정치 

온도 (25 ± 10) ℃ 18 C 

습도 (45 ± 15) ％ R.H. 37 % R.H. 

기압 (96 ± 10) kPa 101.5 kPa 

 
9.7.4 시험조건 
 
 방전간격:      1 회/1 초 
 방전임피던스:      330 /150 pF 
 방전종류:      직접방전-공기중방전, 접촉방전 

간접방전-수평결합면, 수직결합면 
극성:       +/- 
방전회수:            시험 지점의 수는 피시험기자재에 의존한다. 시험 지점을 선택할 때에는 

KN 61000-4-2의 8.3.1 및 A.5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키보드, 
다이얼 패드, 전원스위치, 마우스, 드라이브 슬롯, 카드 슬롯, 통신포트의 
주변 등의 시험 지점을 선택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능평가기준:      B 
방전전압: 

구분 
직 접 방 전 간 접 방 전 

접촉방전 공기중방전 수평결합면 수직결합면 

방전전압 

± 4 kV ± 2 kV ± 4 kV ± 4 kV 

 ± 4 kV   

- ± 8 kV - -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51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9.7.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시험 절차는 KN 61000-4-2 에 따른다. 정전기 방전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사용자 액세스를 

포함하여 평소 조작중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시험기자재의 지점과 표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개방된 커넥터의 접점에는 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ESD에 민감한 모든 지점은 KN 35 4.2.1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3) 이동형 또는 휴대용 배터리 구동 장치에 직접 방전을 인가할 때에는 소정의 방향에서 화면을 관찰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장치는 수직 비금속 지지대를 사용하여 장착
될 수 있다. 

 
공통조건 
 
1) 피시험기자재와 시험실 또는 기타 금속물 간의 거리는 1 m 이상 격리 하여야 한다. 
 
2) 발생기의 방전 귀환로 케이블은 약 2 m 의 길이로서 기준 접지면에 접속하며, 여분의 길이는 가능한 

기준접지면에 유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도전부로부터 0.2 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3) 책상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기준 접지면 위의 0.8 m 높이의 비전도성 시험대 위에 설치하며    

바닥 설치형 기기는 기준 접지면 위에 0.1 m 두께의 절연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 위에    
피시험기자재와 케이블을 설치한다. 

 
4) 시험결과의 재현성을 위하여 정전기방전발생기는 피시험기자재의 표면에 수직으로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5) 비접지기기의 시험은 3) 번항에 기술된 하나와 동일해야 한다. 
 
 
공기중방전시험 
 
1) 원형의 방전전극팁은 피시험기자재에 기계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피시험기자재에서 

접촉 하기까지 접근시켜야 하며, 각각의 방전이 종료된 후 정전기방전발생기 (방전전극)는 
피시험기자재로부터 신속히 격리하여야 한다. 

 
접촉방전시험 
 
1) 칩형의 방전전극팁은 방전시 스위치를 동작시키기 전에 피시험기자재에 접촉하여야 한다. 
 
2) 피시험기자재의 표면이 도장되어 있지만, 도장내용이 제조자의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전기발생기의 방전전극팁으로 도장을 관통시켜 도장층에 접촉방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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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정전기방전 인가부위 

 

 

 

[전면] 

 
[후면] 

 
 

공기중 

접촉 

3 
 

1 
 

4 
 

5 
 

2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53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포트 1] 

 
[포트 2] 

 

9 
 

8 
 

10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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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3일 

시험자 : 나구환 

 

(HDMI MODE) 

 

 

인가방식 No. 인가부위 방전방법 기준 결과 비고 

간접인가 
수평결합면 

접촉방전 B 
A - 

수직결합면 A - 

       

직접인가 

1 나사 부분 접촉방전 

B 

A - 

2 함체 외관 부분 

기중방전 

A - 

3 LCD 부분 A - 

4 키보드 부분 A - 

5 터치보드 부분 A - 

6 USB 포트 부분 A - 

7 STEREO 포트 부분 A - 

8 HDMI 포트 부분 A - 

9 DP 포트 부분 A - 

10 LAN 포트 부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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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MODE) 

 

 

9.7.8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TEST 중 오동작 없이 동작상태를 유지함. 

인가방식 No. 인가부위 방전방법 기준 결과 비고 

간접인가 
수평결합면 

접촉방전 B 
A - 

수직결합면 A - 

       

직접인가 

1 나사 부분 접촉방전 

B 

A - 

2 함체 외관 부분 

기중방전 

A - 

3 LCD 부분 A - 

4 키보드 부분 A - 

5 터치보드 부분 A - 

6 USB 포트 부분 A - 

7 STEREO 포트 부분 A - 

8 HDMI 포트 부분 A - 

9 DP 포트 부분 A - 

10 LAN 포트 부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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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9.8.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SIGNAL GENERATOR SML03 R & S 100647 2017.02.24  

POWER METER NRVD R & S 100403 2017.02.24  

ANTENNA VULP 9118E SCHWARZBECK 754 N/A  

HORN ANTENNA BBHA9120E SCHWARZBECK 270 N/A  

POWER AMPLIFIER AP32 MT225 PRANA 0604-0743 N/A  

BRROADBAND AMPLIFIER BBA150 R & S 9004K40-101703-ZV N/A  

SIGNAL GENERATOR 8648C H/P 3847U02308 2016.06.25  

POWER METER NRVD R & S 102365 2017.02.24  

LOG-PER ANTENNA VULP 9118 SCHWARZBECK 9118E890 N/A  

POWER AMPLIFIER MT100 PRANA 1099 N/A  

HORN ANTENNA BBHA9120A SCHWARZBECK 556 N/A  

POWER METER NRP2 R & S 177918 2016.05.26  

RF RELAY MATRIX RFM-S3A3CIL TSJ 103819 N/A  

POWER AMPLIFIER SV70 PRANA 149906 N/A  

HORN ANTENNA BBHA9120A SCHWARZBECK 556 N/A  

AUDIO ANALYZER UPL R & S 101156 2017.02.25  

 
9.8.2 시험장소: 무반사실 
 
9.8.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21 C 35 % R.H. 101.4 kPa 

 
9.8.4 시험조건 
 
 안테나 위치:  수평 및 수직 
 안테나 거리:  3 m 
 전계강도:  3 V/m (무변조, rms) 

주파수범위:  80 MHz to 1 GHz, 1.8 GHz, 2.6 GHz, 3.5 GHz, 5 GHz 

 변조:   AM, 80 %, 1 kHz sine wave 
 체재시간:  1 초 
 주파수 스텝:  1 % step(80 MHz ~ 1 GHz) 
 인가 부위:  4 면 
 성능평가기준:  A 

 

* 전화통신이 주요 기능인 기기 경우 (80, 120, 145, 160, 230, 375, 435, 460, 600, 814, 835) ㎒ (±1 %)   

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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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시험에 사용된 전자파 무반사실은 기준 접지면으로부터 0.8 m 이상 높이에서 정해진  

1.5 m x 1.5 m의 가상 수직면에 대한 전자장의 강도가 규정치의 0 dB ~ +6 dB 이내의 균일 전자장이 
형성되었다. 
 

2) 탁상용 피시험기자재는 0.8 m 높이의 비전도성 받침대 위에 배치하고, 바닥설치형 피시험기자재는 
0.1 m 높이의 비전도성 받침대위에 설치한다. 

 
3) 각각의 주파수에서의 체재시간은 피시험기자재가 동작하고 응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며, 0.5 초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민감한 주파수 (예: 클럭주파수)는 별도로 분석 
되어야 한다. 

 
4) 음향 측정 시 해당 포트에 따라 음향적 측정방법 및/또는 전기적 측정방법을 선택한다. 

 

5) 음향 측정 시 측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은 KN 35 부록 G에 따른다. 
 
6) 제품의 해당 기능에 대한 평가는 KN 35에 부록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9.8.6 시험배치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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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2일 

시험자 : 나구환 

 

 표면단자 
 

(HDMI MODE) 

인가부위 기 준 
성능평가결과 

수 평 수 직 

전  면 

A 

A A 

후  면 A A 

우측면 A A 

좌측면 A A 

 

(DP MODE) 

인가부위 기 준 
성능평가결과 

수 평 수 직 

전  면 

A 

A A 

후  면 A A 

우측면 A A 

좌측면 A A 

 
 통신 단말기기 

시험모드 기 준 
성능평가결과 

수 평 수 직 

전  면 

A 

해당무 해당무 

후  면 해당무 해당무 

우측면 해당무 해당무 

좌측면 해당무 해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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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출력 기능 

시험포트 기 준 
성능평가결과 

수 평 수 직 

전  면 

A 

A A 

후  면 A A 

우측면 A A 

좌측면 A A 

 
9.8.8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TEST 중 오동작 없이 동작상태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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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FT/버스트 내성시험 
 
9.9.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5 EMTEST V1015106286 2016.02.26  

COUPLING CLAMP CDN8015 SCHAFFNER 17332 2016.06.26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5 EMTEST V1113109125 2016.05.26  

COUPLING CLAMP HFK EMTEST 0312-76 2016.06.26  

 
9.9.2 시험장소: 차폐실 
 
9.9.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17 C 36 % R.H. 102.2 kPa 

 
9.9.4 시험조건 
 
 인가전압 및 극성:  입력 교류전원 포트  1.0 kV 
     입력 직류전원 포트  0.5 kV 
     신호선 및 통신 포트  0.5 kV 
 임펄스 반복률:   5 kHz(xDSL인 경우 100 kHz) 

임펄스 상승시간:   5 ns  30 % 
 임펄스 주기:   50 ns  30 % 
 버스트 지속시간:   15 ms  20 % 
 버스트 주기:   300 ms  20 % 
 인가 시간:   1 분 이상 
 인가 방법:   입력 교류, 직류 전원 포트 (결합/감결합 회로망) 
     입력 교류, 직류 전원 포트외 (용량성 결합 클램프) 
 성능평가기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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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가 고정식 바닥설치형 또는 탁상용 기기가 다른 구성품과 결합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접

지기준면 위에 위치시키고 0.1 m ± 0.01 m 두께위에 절연되어야 한다.  
 
2) 기준접지면은 피시험기자재의 각 경계로부터 0.1 m 이상 넓어야 하며, 최소 가로 1 m x 세로 1 m 

이상의 크기로서 보호접지에 연결되어야 한다. 
 
3) 피시험기자재와 다른 모든 전도성 구조 (예를 들면, 차폐된 방의 벽)사이의 최소거리는 피시험기자재 

밑의 접지면은 제외하고 0.5 m 이상 되어야 한다. 
 
4) 피시험기자재의 모든 케이블은 접지 기준면 위 0.1 m 절연 지지대 위에 위치되어야 한다. 케이블은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간에 결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중인 케이블
로부터 가능한 멀리 배치시켜야 한다. 

 
5) 접지 기준면과 모든 본딩 (Bonding)으로 연결된 결합／감결합 회로망의 접지 케이블의 연결 임피던

스는 저 유도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6) 피시험기자재는 취급설명서에 따라 접지 시스템에 연결시키고, 추가적인 접지는 연결하지 않는다. 
 
7) 결합 클램프를 사용할 때 결합 클램프 아래의 접지 기준면을 제외하고는 결합면과 모든 다른 도전성    

표면 사이의 최소 거리는 0.5 m 이어야 한다. 
 
8) 결합장치와 피시험기자재 사이의 신호선과 전원선의 길이는 0.5 m ± 0.05 m 이어야 한다.  
   만약에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비분리형 전원 공급 케이블이 제품의 길이와 함께 0.5 m ± 0.05 m   

를 초과하면 접지 기준면 0.1 m 위에 위치시키고 평평한 코일을 피하기 위해 초과되는 케이블을 접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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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4일 

시험자 : 나구환 

 [입력 교류전원 포트] 

 

(HDMI MODE)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 버스트 (-) 버스트 

N - L1 - PE B A A 

 

(DP MODE)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 버스트 (-) 버스트 

N - L1 - PE B A A 

 

 [DATA 포트 및 입력 직류전원 포트]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 버스트 (-) 버스트 

LAN B A A 

 

9.9.7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TEST 중 오동작 없이 동작상태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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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서지 내성시험 
 

9.10.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5 EMTEST V1015106286 2016.02.26  

SIGNAL LINE CDN CDN 117 SCHAFFNER 17375 N/A  

SIGNAL LINE CDN CDN 118 SCHAFFNER SL 400-187 N/A  

COUPLING ACCESSORY INA 172 SCHAFFNER SL 403-109 N/A  

COUPLING ACCESSORY INA 175 SCHAFFNER SL 403-474 N/A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5 EMTEST V1113109125 2016.05.26  

COUPLING/DECOUPLING 

NETWORK FOR SURGE 
CNV 508 N2 EMTEST V1212112314 N/A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7 EMTEST V1212112312 2016.06.26  

COUPLING CLAMP CNI 503 B8 EMTEST V1212112313 2016.06.26  

 

9.10.2 시험장소: 차폐실 
 
9.10.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17 C 36 % R.H. 102.2 kPa 

 
9.10.4 시험조건 
 
 서지전압:  입력 교류전원 포트   선-선:  1.0 kV 
           선-접지:  2.0 kV 
    입력 직류전원 포트   선-접지:  0.5 kV 
    DATA 포트           선-접지  1.0 kV 또는  4.0 KV(10/700 μ s) 

선-차폐  0.5 kV 또는  4.0 KV(1.2/50 μ s) 
 

입력 교류, 직류전원 포트 
 
     개방회로전압파형: 1.2/50 μ s 
    단락회로전류파형: 8/20 μ s 
    인가회수:  각 5 회 
    위상:   90, 270 (입력 교류전원 단자) 
    극성:   +/- 
    반복률:   1 회/30 초 
    성능평가기준:  B 
 

신호선 및 통신 포트 
 

개방회로전압파형: 10/700 μ s(1.2/50 μ s) 
    성능평가기준:  C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64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9.10.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인가된 펄스의 개수는 90° 위상일 때 선-선간 정펄스 5개,  270° 위상일 때 선-선간 부펄스 5개 

 

2) 추가 펄스는 피시험기자재가 접지에 연결되어 있거나 피시험기자재가 관련기기를 통해 접지된 경우
에 90° 위상일 때 선-접지 간 정펄스 5개, 270° 위상일 때 선-접지 간 부펄스 5개, 90° 위상일 때 
중성선-접지 간 부펄스 5개, 270° 위상일 때 중성선-접지 간 정펄스 5개 인가한다. 

 

3) 다상 계통에 중성선이 있는 경우, 시험은 다른 위상들이 현저하게 다른 회로 배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단상에 (위에서 정의한 대로) 적용하고, 다상 계통에 중성선이 없는 경우 시험은 기본 시험
방법에 정의된 대로 적용한다. 

 
4) 시험절차는 시험품의 비선형 전류-전압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압을 상승시키며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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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4일 

시험자 : 나구환 

 

    [입력 교류전원 포트] 

 

(HDMI MODE)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Positive 서지 (kV) Negative 서지 (kV) 

0.5 1 2 0.5 1 2 

N - L1 

B 

A A - A A - 

N - PE A A A A A A 

L1 - PE A A A A A A 

 

(DP MODE)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Positive 서지 (kV) Negative 서지 (kV) 

0.5 1 2 0.5 1 2 

N - L1 

B 

A A - A A - 

N - PE A A A A A A 

L1 - PE A A A A A A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66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입력 직류전원 포트]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Positive 서지 (kV) Negative 서지 (kV) 

0.5 1 2 0.5 1 2 

해당무 B - - - - - - 

 

    [DATA 포트] 

 

적 용 부 분 기 준 

성능평가결과 

Positive 서지 (kV) Negative 서지 (kV) 

0.5 1 2 0.5 1 2 

해당무 C - - - - - - 

 

9.10.7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TEST 중 오동작 없이 동작상태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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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9.11.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SIGNAL GENERATOR 8657B H/P 3630U08728 2016.06.25  

POWER METER NRVD R & S 102364 2016.02.26  

POWER AMPLIFIER DP70 PRANA 1098 N/A  

EM CLAMP TSIC-23 TSJ/FCC 401 2016.10.02  

DECOUPLING CLAMP TSIC-23-DCN TSJ/FCC 150 2016.10.02  

CDN TSCDN-M3-16A TSJ/FCC 2008 2016.06.25  

CDN TSCDN-M2-16A TSJ/FCC 2009 2016.06.26  

AUDIO ANALYZER UPL R & S 101156 2017.02.25  

 

9.11.2 시험장소: 차폐실 
 
9.11.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18 C 33 % R.H. 101.6 kPa 

 
9.11.4 시험조건 
 
 주파수범위:   150 kHz –  80 MHz 
 전계강도:   150 kHz –  10 MHz 3 V (무변조, rms) 

10 MHz –  30 MHz 3 V ~ 1 V (무변조, rms) 
30 MHz –  80 MHz 1 V (무변조, rms) 

 변조:    AM, 80 %, 1 kHz sine wave 
 체재시간:   3 초 

주파수스텝:   1 % step 
 성능평가기준:   A 

* 전화통신이 주요 기능인 기기 경우 (0.2, 1, 7.1, 13.56, 21, 27.12, 40.68, 52) ㎒ (±1 %)  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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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를 설치한후 내성기준에 명시된 주파수 범위, 시험레벨을 설정하여 시험주파수 대역을     

스위프 시킨다. 
 
2) 각각의 주파수에서의 체재시간은 피시험기자재가 동작하고 응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며, 0.5 초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민감한 주파수 (예: 클럭주파수)는 별도로 

분석되어야 한다. 
 
3) 시험은 각각의 결합, 감결합 장치에 연결된 시험발생기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고 결합장치들의  

여과되지 않은 RF 입력모드들은 50 Ω  부하저항으로 종단한다. 
 
4) 피시험기자재는 기준접지면 위로 0.1 m 높이의 절연 지지대 위에 놓인다. 피시험기자재에 존재하는  

모든 케이블은 기준 접지면 위 적어도 30 mm 높이에 지지 되어야 한다.  
 
5) 기준 접지면위에 있는 피시험기자재와 결합, 감결합 장치와는 0.1 m ~ 0.3 m 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6) 음향 측정 시 해당 포트에 따라 음향적 측정방법 또는 전기적 측정방법을 선택한다  
 
7) 음향 측정 시 측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은 KN 35 부록 G에 따른다  
 
8) 제품의 해당 기능에 대한 평가는 KN 35에 부록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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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6일 

시험자 : 나구환 

 

 [입력 교류전원 포트] 

 

(HDMI MODE) 

 

인가부위 인가방법 기준 성능평가결과 

주전원입력 CDN (M3) A A 

 

(DP MODE) 

 

인가부위 인가방법 기준 성능평가결과 

주전원입력 CDN (M3) A A 

 

 [DATA 포트 및 입력 직류전원포트] 

 

인가부위 인가방법 기준 성능평가결과 

LAN EM CLAMP A A 

 
 통신 단말기기  

 

시험 모드 인가부위 인가방법 기준 성능평가결과 

잡음전력 해당무 해당무 
A 

해당무 

음 압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오디오 출력 기능 

 

시험 모드 인가부위 인가방법 기준 성능평가결과 

전기적 시험 해당무 해당무 
A 

해당무 

음압 시험 주전원입력 CDN (M3) A 

 
9.11.7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TEST 중 오동작 없이 동작상태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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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9.12.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AC LOW OHM 

TESTER 
TOS6100 KIKUSUI 15102727 2016.06.25  

INDUCTION COIL INA702 SCHAFFNER 200226-004SC 2016.07.02  

 
9.12.2 시험장소: 
 
9.12.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 - - 

 
9.12.4 시험조건 
 

자기장세기:   1 A/m 
 주파수:    60 Hz 
 성능평가기준:   A 
 
9.12.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피시험기자재를 설치한 후 1 m x 1 m 표준 크기의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장비가 시험자기장 하에    

있도록 설치한다. 
 
2) 피시험기자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시험휠드에 노출되도록 유도코일을 90˚  회전시켜 시험한다.    

(X-Y-Z 방향) 
 
3) 유도코일은 시험실 벽과 자성체로부터 적어도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여야 한다. 
 
4) 피시험기자재는 1 m x 1 m 이상 넓이의 기준 접지면 위에 놓인 0.1 m 높이의 절연지지물 위에 

놓인다. 
 
9.12.6 시험결과: 해당사항 없음 
 

유도코일 위상 / 편파 기 준 성능평가결과 

X 

A 

해당무 

Y 해당무 

Z 해당무 

 
9.12.7 시험자 의견 
 

- 피시험기자재가 자계에 민감한 제품이 아니므로 시험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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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9.13.1 측정설비 
 

사용장비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차기교정일 사용여부 

ULTRA COMPACT 

SIMULATOR 
UCS 500 N5 EMTEST V1113109125 2016.05.26  

MOTOR VARIAC MV2616 EMTEST V1113109126 2016.06.19  

 
9.13.2 시험장소:  
 
9.13.3 환경조건 :  
 

온 도 습 도 대 기 압 

17 C 36 % R.H. 101.2 kPa 

 
9.13.4 시험조건 
 

전압의 오버슈트/언더슈트:  전압변화의 5 % 이내 
 전압상승과 하강시간:   1 μ s –  5 μ s 
 시험전압의 주파수 편차:   ± 2 % 이내 
 시험회수:    3 회 
 시험간격:    10 초 
  

성능평가기준:     

감 쇄 량 주  기 기  준 

95 % 이상 0.5 B 

30 % 30 C 

95 % 이상 300 C 

 
9.13.5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5-110 호 
 
1) 시험은 시험발생기에 피시험기자재 제조자에 의해 규정된 가장 짧은 전원 공급선으로 

피시험기자재에 연결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험전압의 주파수는 정격 주파수의 ± 2 % 이내 이어야 한다. 
 

3) 시험 중 시험용 주전원 전압은 2 %의 정확도 내에서 모니터 되고 발생기의 영점 교차조정은 ± 10˚  
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4) 전원 공급전압의 급격한 변화는 전압파형의 0˚ 인 지점에서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5) 전압 파형의 0도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변화. 0도 개폐로 시험하였을 때 피시험기자재의 준수 여부를 입증
할 수 없으면 90도 개폐에서 시험을 하고, 다시 270도 개폐에서 시험하여 준수 여부를 입증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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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6 시험결과:  적합           부적합 
 

시험일 : 2016년 03월 04일 

시험자 : 나구환 

 

(HDMI MODE) 

 

감 쇄 량 주  기 기  준 성능평가결과 

95 % 이상 0.5 B A 

30 % 30 C A 

95 % 이상 300 C B주1) 

 

(DP MODE) 

 

감 쇄 량 주  기 기  준 성능평가결과 

95 % 이상 0.5 B A 

30 % 30 C A 

95 % 이상 300 C B주1) 

 

9.13.7 시험자 의견 

 

- HDMI, DP MODE 모두 평가기준에 만족함. 

- 주1) 피시험기자재는 시험 중 충전 상태가 멈추나 시험 후 시험원의 개입없이 정상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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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험장면 사진 
 

10.1 주 전원 포트 전도성 방출 시험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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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비대칭 모드 전도성 방출 시험 

 
[전면] 

 
[후면]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75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0.3 차동 전압 전도성 방출 시험 
 

해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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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RF 출력 단자의 희망 신호와 차동 전압 방출 시험 
 

해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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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 GHz 이하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 시험 
 

[전면] 

 
[후면]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78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0.6 1 GHz 이상 주파수에서 복사성 방출 시험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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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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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방사성RF전자기장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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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FT/버스트 내성시험 
 

(전원) 

 
(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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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서지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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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전도성RF전자기장 내성시험 
 

(전원) 

 
(신호선) 

 
 



  
 

발급번호 : DREKCC1603-0251 호 

 

TRF-EM-037(00)151222                                   84 / 87 

본 시험성적서는 ㈜디티앤씨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0.12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해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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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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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시험기자재 사진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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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 

 

내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