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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제품사항 및

관련 기사 수집

자료분석
데이터

수집
사전조사주제선정 > > >

STEP. 1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주제선정

STEP. 3

직접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

주제선정배경 및 과정

STEP. 4

ANOVA & Taguchi 

Method를 이용해 분석

기계공학과

조예주 & 김이솔

2. 요인 설계 분석

실험 설계 Type Factor Low High

Numeric
소리크기 0 60

화면밝기 0 100

Text

Youtube 재생 Off On

Port 연결 0 1

배터리 충전 X O

3. 오차항에 대한 풀링

4. 주효과도를 이용한 분석?

1. 요인 설계 생성

위의 표는 각각의 요인에서의
실험결과이다. 본 실험은 실험순서로 인한
불필요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랜덤화를

적용하였다.

Pareto 차트를 통하여 유의수준(α)=0.05 
일 때 CPU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충전유무 > Youtube시청 > 소리 >
화면밝기 ∙ 배터리 > 밝기 순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치적 비교는 어려우나 위와 동일하게
배터리 충전유무, Youtube시청, 소리 순으로
온도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포트개수의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화면밝기 ∙ 배터리 충전의 교호작용이
다른 교호작용보다 유의한 요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 Taguchi 설계

2. 실험결과

ANOVA와 달리 Noise Factor를 실험장소로
선정하여 적용, 2회 반복 진행한 결과이다. 

3. 결과 분석

평균값에 대한 반응표를 통하여
배터리 충전이 CPU온도 평균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신호 대 잡음비에 Youtube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차 요인
충전유무

(E)
Youtube

(D)
화면밝기

(B)
소리크기

(A)

교호작용 요인
화면밝기 ∙ 충전유무

(BD)

Factors Degree of freedom
Overall mean 1
A,B,C,D (1차) 4*(2-1)=4
BD (교호작용) 1*(2-1)*(2-1)=1

Total DOF 6

ANOVA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요인을 설정.
(충전유무, Youtube시청, 소리, 
화면 밝기, 화면밝기 ∙ 배터리)

L6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L8을 선택

4. 최적화

앞서 SN와 평균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각 Youtube와 배터리 충전임을 알았다.
하지만 배터리충전은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SN에 기여도가 낮은 연속 데이터 값인
소리크기를 조정하여 평균을 목표값에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

1차

Setting

SN Ybar StdevYou
tube

화면
밝기

배터리
충전

소리
크기

Optimum 1 100 -1
0 37.35 45.41 0.61

30 38.5 46.08 0.424

→ 화면밝기(100), 소리크기(4), 배터리

충전(-1), Youtube(1) 

[ 실험 조건 및 방법 ]
1. CPU초기 온도는 42˚C로 설정한다.
2. 모든 온도 측정은 10분 경과 후 실시한다.
3. 모든 온도 측정은 동일한 노트북을 이용한다.
4. 초기 실험(ANOVA)은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하며
실험결과분석을 활용하여 2차 실험(Taguchi)을 실시한다.

5. 최적값은 저온화상 발생 온도 48˚C보다 낮은 45.5˚C로 가정한다.

과연 어떤 조건에서 노트북은 뜨거워질까? 
장시간사용으로 가열된 CPU는 노트북 수명 단축의 원인이다.

또한 과열된 노트북의 장기간 피부 접촉 시 저온화상을 야기한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발열 요소를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트북 수명연장을 위해
피해야 할 상황을 알아보고 보다 스마트하게 이용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노트북의 발열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장 CPU온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노트북을 사용함과
동시에 플러그를 꽃아 충전을 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노트북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노트북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충된 노트북에 전원선을 연결하기
보다 노트북 고유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에
주 목 하 였 다 . CPU 온 도 는 80℃ 까 지 도 올 라 가 지 만 ,
저온화상은 물의 끓는 점보다 낮은 48˚C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노트북이 피부에 접촉한 상태에서 장시간 이용할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수 있다.
48˚C보다 낮은 45.5˚C를 목표 값으로 설정하였을 때

소리크기는 낮은 기여를 했지만, 이에 반하여 배터리
충전과 Youtube 시청은 온도 상승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노트북 이용 시 우리는 그보다 높은 컴퓨터의

능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 그렇기에 이때는
피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쿨러(Cooler)와 같은
보조 기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