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자 부품 식별하기

안내서 아이디: 27244 - 초안: 2020-10-12

주요 전자 부품 식별하기
이 안내서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가전 제품에서 사용하는 주요 부품과 익숙해지세요.

작성자: Geoff W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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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처음으로 기기를 여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서는 대부분의
가전 제품에서 사용되는 일반 부품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기기를 분해할 때 다양한 케이블 커넥터를 보게 됩니다. 이 안내서의 동반자는 식별하고 안전하게 분
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사의 기기 안전 페이지에서 기기를 안전하게 분해하는 법을 확인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배터리
디지타이저
디스플레이 패널
스피커
마이크
키보드
냉각 팬
케이싱
마더보드
방열판
CPU
안테나
하드 드라이브/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RAM
광학 드라이브
터치패드
무선 카드
렌즈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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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카드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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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배터리



배터리는 대부분의 현대식 휴대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며 다양한 크기, 모양 및 용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겉에 인쇄된 전압 및 용량 등급으로 식별합니다.

 기기를 분해하기 전에 기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세요 — 우리는 귀하가 감전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
니다!

단계 2 —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는 기기가 스크린이 언제 어디서 터치되는지 인식합니다. 디지타이저 자체는 영상을 보
여주지 않습니다—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역할입니다.
보통 큼직한 유리 패널과 기기와 연결하는 디지타이저 리본 케이블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iPhone과 같은 점점 더 많은 현대식 기기들은 디지타이저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단일 디스플레이 어
셈블리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느 한 부품에 고장이 나도 전체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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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기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패널 유형 및 크기 (LCD, LED, OLED, AMOLED)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므로 식별이 매우 쉽습니다. 패널을 기기와 연결하는 리본 케이블을
찾으세요.

 iPhone과 같은 점점 더 많은 현대식 기기들은 디지타이저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단일 디스플레이 어
셈블리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느 한 부품에 고장이 나도 전체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
다.

단계 4 — 스피커





스피커는 다양한 기기에 음향을 제공합니다. 스피커는 자석으로 음향 챔버 내부의 신축성 있는 콘
을 진동시켜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합니다. 이 진동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를 만듭니다.
스피커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스피커를 찾으
려면 속이 빈 음향 챔버와 연결된 일종의 스피커 그릴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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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 마이크





마이크는 많은 현대식 기기의 필수 부품입니다. 마이크는 음파를 녹음 및 전송 가능한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기기에서 마이크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케이스에서 작은 그릴을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Mic"라는 단
어가 옆에 적혀 있거나 마이크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단계 6 — 키보드





키보드는 대부분의 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품입니다. 키보드는 사용자가 기기에 텍스트를 입력
하게 합니다.
문자와 숫자를 포함하는 여러 줄의 키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개별 키 뿐만 아니라 전체 키보드가
교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키보드에는 파손되기 쉬운 리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분리할 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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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 냉각 팬



팬은 노트북과 같이 전용 냉각이 필요한 더 큰 기기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팬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므로 원형 구멍에 팬 날개가 있는 부품를 찾으세요.

단계 8 — 케이스



대부분의 기기에는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및 유
리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노트북은 보통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 분리해야 하는 상단 및 하단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휴대폰/카메라에는 보통 내부를 드러내기 위해 분리되는 전면 및 후면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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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 마더보드




마더보드는 기기의 신경계와 같습니다. 마더보드가 없다면 기기는 쓸모없는 전자 제품입니다!
마더보드는 일반적으로 기기에서 가장 큰 부품 중 하나이므로 식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기 내
부의 여러 많은 부품이 마더보드에 연결됩니다.

 "마더보드"는 기기에서 가장 큰 회로 보드의 일반 명칭입니다. 애플의 마더보드는 "로직 보드"라고
불립니다. 이는 브랜드 별 명칭입니다. 따라서 Apple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 귀하는 "마더보
드"를 작업합니다.

단계 10 — 히트싱크/방열판




히트싱크/방열판은 열을 주변 환경으로 흩어지게하여 CPU를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히트싱크/방열판을 식별하려면 CPU에서 열을 빼는데 도움되는 금속 핀과 구리 파이프를 찾아보세
요.

 히트싱크/방열판을 분리할 때는 CPU에서 항상 열을 빼는데 도움되는 새로운 열 페이스트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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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 CPU





중앙처리장치 (CPU)는 기기의 "두뇌"와 같습니다. 운영 체제 및 모든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처리합니다.
CPU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기에는 CPU를 시원
하게 유지하는 히트싱크/방열판이 있습니다 (이전 단계 참조). 히트싱크/방열판을 찾으면 보통 밑에
숨겨진 CPU를 발견합니다.

 CPU는 매우 부서지기 쉬우므로 분리할 때 주의하세요. 또한, 일부 CPU는 (예: Apple A7) 마더보드
에 납땜되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CPU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땜납을 제거하지 마세요 CPU에 치
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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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2 — 안테나






안테나는 기기가 셀룰러, Bluetooth 및 Wi-Fi와 같은 디지털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합니다. 기기마
다 안테나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설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무선 카드에 꽂는 흑/백 안테나 케이블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스티커처럼 보이는 평평한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이 디자인은 조각 전체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단계 13 — 하드 드라이브/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문서/사진/등을 저장하며, 일반적으로 노트북 및 데
스크톱 컴퓨터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며 용량을 나타내는 표시가 적혀있습니다 (500GB 등).
또한, 두 드라이브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케이
스가 없어서 메모리 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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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4 — RAM





RAM (Random access memory)은 거의 모든 현대식 기기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막대기에 많은
메모리 칩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겼습니다. RAM은 기기의 "임시" 메모리 같아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데이터가 더 빨리 검색되도록 저장합니다.
휴대폰 및 아주 얇은 노트북 같은 기기는 분리할 수 없는 RAM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RAM은
마더보드에 납땜되어 있으니 기기에서 분리하지 마세요.

단계 15 — 광학 드라이브



많은 노트북은 광학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CD 및 DVD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학 드라이브를 식별하려면 디스크가 들어가는 슬롯이나 베이가 있는 큰 사각형 부품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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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6 — 터치 패드





터치 패드 (또는 트랙 패드)는 모든 노트북에서 사용되며 사용자가 손가락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 패드를 식별하려면 커서를 스크린에서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큰 사각형 표면을 찾으세요.

단계 17 — 무선 카드



무선 카드는 노트북에 무선 연결성을 제공하는 소형 회로 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흰색과 검정색 안테나 선 두 개로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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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8 — 렌즈 어셈블리




카메라 렌즈 어셈블리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셔터와 렌즈를 포함합니다.
렌즈 어셈블리는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가장 큰 부품 중 하나이며 셔터를 둘러싸는 큰 링으로 식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렌즈 어셈블리는 마지막에 분리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렌즈 어셈블리는 깨
지기 쉬우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분리하세요.

단계 19 — 플래시 어셈블리



카메라 플래시 어셈블리는 사진을 찍을 때 빛을 터뜨려 어두운 환경을 밝힙니다.



플래시 어셈블리를 식별하려면 기기 전면 직사각형 등에 부착된 작은 보드를 찾으세요.

 플래시 어셈블리를 다룰 때 카메라에서 배터리를 분리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플래시 어셈블

리에는 커패시터가 있어서 리드를 만지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다루기 전에 커패시터가 방전되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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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자 부품 식별하기

안내서 아이디: 27244 - 초안: 2020-10-12

단계 20 — 포트







오디오/비디오 (A/V) 포트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카메라의 콘텐츠를 텔레비
전이나 모니터에 나타냅니다. 포트들은 원형으로 식별되며 보통 전원 및 메모리 카드 포트 근처에
위치합니다.
충전 포트는 거의 모든 휴대용 기기에 있으며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 두 가
지는 MicroUSB와 Apple Lightning 커넥터입니다.
비디오 포트는, A/V 포트 처럼, 많은 기기에 있으며 기기의 콘텐츠를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 나타
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HDMI, VGA 및 Apple Thunderbol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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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자 부품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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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1 — 그래픽 카드






많은 고급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모니터에 영상을 나타내는 전용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식별하며 보통 마더보드의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슬롯에 연결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다른 PCI 슬롯 부품으로 부터 구별하려면 (TV 튜너 카드 등) 후면에 있는 일종의 비
디오 커넥터를 찾으세요.

단계 22 — 사운드 카드



일부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스피커에 오디오를 출력하는 사운드 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카드 뒷면의 헤드폰 및/또는 마이크 잭으로 식별합니다.



작은 기기에서는 I/O 보드 또는 마더보드에 연결되는 헤드폰/마이크를 찾으세요.

ì´ ë¬¸ì„œëŠ” 2020-11-15 03:14:20 PM (MST)ì— ìž‘ì„±í–ˆìŠµë‹ˆë‹¤.
© iFixit — CC BY-NC-SA

ko.iFixit.com

15íŽ˜ì´ì§€ ì¤‘ 14íŽ˜ì´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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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3 — 전원 장치



전원 장치는 벽면 콘센트의 AC 전원을 PC가 사용하는 DC 전원으로 변환합니다.



전원 장치를 식별하려면 PC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는 큰 직사각형 부품를 찾으세요.

 전원 장치를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 잘못 다루면 감전될 수 있는 큰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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