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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표준은 사단법인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

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사단법인정부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한 

단체표준이다. 이에 따라 SPS GCA C 0001-7200:2017 는 개정되어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사단법인정부조달컴퓨터협

회의 장과 단체표준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

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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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정부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 

SPS-GCA C 0001-7200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Administrative business personal computer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C IEC 60068-1, 환경 시험 — 제1부: 일반사항 및 지침 

KS C IEC 60068-2-1, 환경 시험 — 제2-1부: 시험 — 시험 A: 내한성 시험 

KS C IEC 60068-2-30, 환경 시험 — 제2-30부: 시험 — 시험 Db와 지침: 내습 사이클(12 h＋12 h 사이클)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1) 

KS X 5003,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준 K60950-1(2.0))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8-99호)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명령어의 해석과 자료의 연산, 비교 등의 처리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적인 장치 

 

3.2   

주기억장치(main memory unit) 

보조기억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동시켜 실행시킬 수 있는 기억장소 

 

3.3   

주기판(mainboard) 

컴퓨터의 기본적인 부품을 장착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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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래픽 카드(graphics card)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와 연결시켜 주는 하드웨어 

 

3.5   

보조기억장치(secondary memory unit) 

컴퓨터 외부에서 프로그램, 데이터 보관 위한 기억장치 

 

3.6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컴퓨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 

 

3.7   

키보드(keyboard) 

컴퓨터 입력장치의 하나로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판 

 

3.8   

마우스(mouse) 

컴퓨터 화면 위에서 커서 또는 아이콘 등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장치의 하나 

 

3.9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4  종류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구조에 따른 종류 

구분 설명 

일반 PC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화된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고정형 사무기기로 정면 베젤 폭 120 mm 이상의 PC 

슬림 PC 일반 PC중 정면 베젤 폭 120 mm 미만의 PC 

일체형 PC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화된 고정형 PC 

저전력 PC 
정격출력 90W 이하의 전원공급장치(어댑터 포함)를 사용하고 일체형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내장 배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소형 경량의 PC 

 

5  품질 

 

5.1  일반규격 

 

5.1.1  중앙처리장치(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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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86 계열의 상호 호환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b) CPU 사양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 중앙처리장치 규격 

CPU 제조사 최저사양 

Intel 
Dual Core(2 Threads 이상) 

AMD 

 

5.1.2  주기억장치 

 

a) 4,096 MB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hared Video Memory 사용 가능). 

b) 또한 같은 종류의 4,096 MB 이상으로 확장 가능하여야 한다(다만, 일체형 PC, 저전력 PC 제외). 

 

5.1.3  주기판 

 

a) 시스템버스는 PCI 또는 PCI-Express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b) 그래픽 기능, 사운드 기능, LAN 접속 기능을 주기판에 내장하여야 하며 각 개별 기능은 5.1.4, 

5.1.5, 5.1.10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그래픽 기능을 별도의 PCI-Express 방식의 외장그

래픽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5.1.4  그래픽 기능 

 

1,280 × 1,024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5.1.5  사운드 기능 

 

3.5 Φ 스테레오 단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5.1.6  입출력 단자 

 

일반 PC와 슬림 PC는 USB(Universal Serial Bus) 2.0단자 4개 이상 또는 3.0포트 2개 이상을 제공하

여야 하며, 일체형 PC와 저전력 PC는 USB 2.0 또는 3.0포트 2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5.1.7  확장용 슬롯 

 

일반 PC와 슬림 PC의 경우 그래픽 전용 또는 범용 확장 슬롯을 아래의 표 3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

다. 

 

표 3 — 확장용 슬롯 규격 

구분 종류 개수 

일반 PC 
그래픽 전용 PCI-Express 슬롯(16배속 이상) 1개 이상 

범용 PCI-Express 또는 PCI 슬롯 2개 이상 

슬림 PC 범용 PCI-Express 또는 PCI 슬롯 2개 이상 

 

5.1.8  보조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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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의 보조기억장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원격 접속용 단말기 등 특수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1) 용량 500 GB 이상, 동작속도 7,200 RPM 이상의 하드디스크(단, 일체형 PC와 저전력 PC는 

500 GB 이상, 동작속도 5,400 RPM 이상의 하드디스크) 

2) 용량 60 GB 이상의 SSD(Solid State Drive) 

 

b) CD-ROM, CD-R, CD-RW, DVD-ROM, DVD-R, DVD-R DL, DVD+R, DVD+R DL, DVD-RW, DVD+RW 

방식의 기록 매체(디스크)를 지원하는 ODD(Optical Disc Drive)를 제공할 수 있다(다만, 저전력 PC, 

일체형 PC와 원격 접속용 단말기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5.1.9  전원공급장치 

 

a) 전원공급장치(외장형 어댑터 포함)의 정격출력은 아래 표 4를 따른다. 

 

표 4 — 전원공급장치 규격 

구분 정격출력 

일반 PC 250 W 이상 

슬림 PC 
내장 전원공급기 사용 시 200 W 이상 

외장형 어댑터 사용 시 40 W 이상 

일체형 PC 40 W 이상 

저전력 PC 90 W 이하 

 

b) 외장형 어댑터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9호, 2018.05.23) 

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5.1.10  LAN 기능 

 

a) IEEE 802.3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 RJ-45 규격의 유선 LAN 접속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c) LAN 기능은 우선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별도의 LAN 카드를 추가 장착할 수 있다. 

 

5.1.11  보안장치 

 

안전장치로 시스템 ROM BIOS에 탑재된 비밀번호(password) 기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보안장치

를 가져야 한다. 

 

5.1.12  키보드(외장형 제공 가능) 

 

a) 키보드 입출력 시스템은 KS X 5003(개인용 컴퓨터 키보드)의 ‘4.1.7 스캔코드’ 와 호환되어야 한다. 

b) PS/2 또는 USB 방식의 84키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106키 권장). 

 

5.1.13  마우스 

 

PS/2 또는 USB 방식의 휠(Wheel) 장착형 2버튼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1.14  모니터(일체형PC에 한함) 

 

a) 43.18 cm 이상의 컬러모니터이어야 하며, 화면 크기에 따라 표 5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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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모니터 지원 해상도 

화면 크기 일반(4：3) 일반(5：4) 와이드(16：10) 와이드(16：9) 와이드(21：9) 

43.18 cm 이상 1,280 × 1,024 1,280 × 1,024 1,280 × 768 1,360 × 768  

48.26 cm 이상 1,280 × 1,024 1,280 × 1,024 1,440 × 900 1,360 × 768  

50.80 cm 이상 1,600 × 1,200  1,680 × 1,050 1,600 × 900  

53.34 cm 이상 1,600 × 1,200  1,680 × 1,050 1,920 × 1,080  

55.88 cm 이상   1,680 × 1,050 1,920 × 1,080  

58.42 cm 이상   1,920 × 1,200 1,920 × 1,080  

60.96 cm 이상   1,920 × 1,200 1,920 × 1,080 2,560 × 1,080 

66.04 cm 이상   1,920 × 1,200 1,920 × 1,080 2,560 × 1,080 

76.20 cm 이상   1,920 × 1,200 1,920 × 1,080 2,560 × 1,080 

 

b) 명암비는 350：1 이상이어야 한다. 

c) 휘도는 200 cd/m
2
 이상이어야 한다. 

d) 표시색상은 16.2M Colors 이상이어야 한다. 

e) 선형불량은 3 Point 이하이어야 한다. 

 

5.1.15  운영체제 

 

다음 중 한 가지 운영체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a) 한글 Windows 7 이상 

b) Linux 커널 2.4 이상 

c) Mac OS X 등 기타 운영체제 

 

5.1.16  기타 소프트웨어 

 

a) 본체에 장착된 기본 부품이나 기능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운영체제 등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용 CD, 복원솔루션 등 구입 시

에 준하는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5.2  성능 

 

5.2.1  전자파 적합성 

 

『전파법』제58조의 2에 의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2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에 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3  안전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준 K60950-1(2.0))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어댑터 포함)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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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전원: AC 110 V∼220 V, 110 V/220 V 또는 AC 220 V를 지원하여야 한다. 

b) 출력전원단자: 각 단자에는 출력전압 및 최대부하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5.3  품질보증 

 

5.3.1  내한성  

 

6.1에 따라 시험 후 전원을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부팅 되어야 한다 

 

5.3.2  내습 사이클(12h+12h 사이클) 

 

6.2에 따라 시험 후 전원을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부팅 되어야 한다. 

 

5.3.3  공산품 품질인증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Q”마크 또는 “K”마크의 품질보증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6  시험 

 

6.1  내한성 시험 

 

내한성 시험은 KS C IEC 60068-2-1에 따르며 아래의 조건과 같이 시험한다. 

a) 시험형식 Ab (온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비열분산 시편에 대한 시험) 

b) 가혹도: 온도 (-25±3)℃ 

c) 지속시간 16시간 (제품에 전원은 공급하지 않는다.) 

d) 최종 측정: 시편을 육안으로 검사 및 작동상태 점검 

 

6.2  내습 사이클(12h+12h 사이클) 시험 

 

내습 사이클 시험은 KS C IEC 60068-2-30에 따르며 아래의 조건과 같이 시험한다. 

a) 상위온도 55℃ 

b) 사이클 수: 2 (제품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c) 24시간 주기의 온도변화(그림 1 참조) 

 

7  검사 

 

a) 6절에 따라 시험하고, 5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대상 모델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방송통신기자

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공산품의 품질

을 인증 받은 경우 해당 성능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8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쇄된 책자, 파일 또는 CD-ROM 형

태의 사용설명서를 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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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시사항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명/모델명 

b) 제조사명 

c) 제조국 

d) 제조연월 

e) 사용전원 

f) 제조번호 

g) A/S 연락처 

 

10  포장 및 운송 

 

포장된 개인컴퓨터 제품은 개별적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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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시험 주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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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제정의 취지 

 

단체표준의 제정은 개인컴퓨터 품목에 대하여 공공조달시장 수요자 사용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

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구매 시 제품의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 

 

현재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규격을 확보하

였으나, 관련 표준규격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

였고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제조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제품

의 품질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일원화된 제품의 규격이 없어 수요처에서 제품구매 시 동일규격 

비교에 혼란이 생겨 구매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업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개인컴퓨터 품목에 대한 

단체표준(안)을 개발하였으며, 단체표준 제정 후 품질확보 및 규격의 일원화를 통해 수요처의 신뢰도 

확보와 사용자 편의에 기여하고자 개인컴퓨터 제품의 단체표준을 추진하였다. 

 

2 제정 경위 

 

2017년 1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2017년 6월 2일 해당 표준규격의 폐지가 고시되어 2017

년 6월 8일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함. 2017

년 6월 21일 단체표준 개발을 위한 본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인컴퓨터 단체표준(안)을 

2017년 7월 12일 작성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7월 24일부터 2017년 8월 14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제정(안) 예고 및 안내를 거쳐 단체표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17년 9월 5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안을 의결

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3 개정의 취지 

 

2017년 11월 1일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제정 후 2018년 제정된 단체표준을 통해 인증

단체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서 발급 업무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단체표준인증업무 실시 전 관

련 전문가 및 인증심사원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등에 대해 사전 점검 및 검토한 결과 제정된 

단체표준과 인증업무규정과의 불일치 및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규정 기준 사항 불충분으로 인해 정상

적인 인증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단체표준 개정을 통해 문제점 해소, 보완을 통해 보

다 제조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4 개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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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개정을 계획 후 제정된 단체표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 필요 사항들 확인 후 관련 전문가 

등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함.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단체표준 

개정(안)을 개인컴퓨터 제조사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01월 08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7 검사에 따른 성능 및 품질확보에 대한 각종 사항(전자파적합성, 에너지절약, 

안정성, 공산품 품질인증) 등에 대한 확인 및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 외 2 인용표준 및 3 용어와 정의에 대해 KS A 0001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고, 4 개인컴퓨터의 종

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품질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6.6 사용자 지침서를 8 제품 사용설명

서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불필요 문구 또는 중복, 유사 문구들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하였다.  

 

5 규정요소의 내용 

 

5.1 공통규격(본체의 4절) 

 

개인컴퓨터의 성능 및 품질확보를 위해 전자파 적합성(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에너지절

약(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안전성(KC안전인증), 공산품 품질인증(“Q”또는“K”마크)을 규정하였고, 내

습 사이클 시험, 내한성 시험 등 환경시험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규정하였다. 

 

5.2 중앙처리장치(본체의 5.1.1) 

 

중앙처리장치의 규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델기준으로 최소규격을 규정하였다. 

 

5.3 주기억장치(본체의 5.1.2), 보조기억장치(본체의 5.1.8) 

 

주기억장치(main memory) 및 보조기억장치(secondary memory)는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된 모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소규격을 적용하여 주기억장치 최소 4,096 MB 이상, 보

조기억장치 500 GB 이상을 적용하였다. 

 

5.4 시험(본체의 7절) 

 

시험의 조건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 

KS C IEC 60068-2-1, 환경 시험 — 제2-1부: 시험 — 시험 A : 내한성 시험 

KS C IEC 60068-2-30, 환경 시험 — 시험 Db와 지침: 내습 사이클 



 

 

 

 

 

 

 

 

 

 

 

 

 

 

 

 

 

 

 

 

 

 

단체표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발간 • 보급 사단법인정부조달컴퓨터협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57-2 

아이에스비즈타워 A동 410호 

☎ (070)7813－1872 

Fax (070)7813－0039 

http://www.gcsa.or.kr 

 

 

 

 

 

 

 

 

 

 



 

 

 

 

 

 

 

 

 

 

 

 

 

 

 

 

 

SPS-GCA C 0001-7200 

 
SPS 

SPSP 
SPSPS 

SPSPSP 
SPSPSPS 

SPSPSPSP 
 

Administrative business personal computer 
ICS 35.26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