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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6,AM188 CPU 납땜 방법 

준비물: 80296 or AM188 CPU 

        188 CPU PCB 

        인두,납, SOLDERING PASTE(노란통 히~~ ^_^;),WICK(구리 그물망 )  

1) 

 

이것이 핵심 부품이당.. 준비를 다 했남 그럼 다음 

2)  PCB 위에다  CPU를 자리를 잘 맞춰서 올려 놓는다. 

이때 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되니 잘 아주 잘 맞춰라 

방법은 알아서 히~~~잘 모르겠다구 그럼 그림 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납땜을 하는데 일단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끝에 하나나 둘 개만 가접을 한다..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가접이 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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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음은 이제 왕창 납을 먹인다 어떻게 하냐고 그림 봐.   

 

이렇게 왕창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할 것  

여기서 주의 점 : 히~~~~~ 없음 

4) 지금부터가 진짜 잘 해야 할 부분이당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명을 잘 따라 해야 할거여 그

럼 설명을 시작한당 

납을 왕창 먹인 PCB를 일단 한 45~60도로 세운다 물론 손으로 알쥐. 

그 다음은 인두를 세우지 말고 약간 눕히는 것처럼 해서 죽 내린다.. 

일단 그림을 보자.. 

 

인두를 대면 납이 녹는다 이럴 때 조금씩 밑으로 내리면서 작업을 한다.. 

그럼 시작한 첫 부분(납땜을 해야 할 부분)의 납이 그 부분만 빼고 밑으로 흘러 내린다 . 

약간 훌 터 내린다는 기분으로 계속하면 된다.. 

음 주의 점: 넘 오래 되고 있으면 약간에 CPU에 무리가 가지 넘 오래 되질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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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하다 보면 알지만 인두 너무 바짝 대면 CPU 다리를  건드리게 되니 약간  

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시기 뭐냐 노란통에 그것을 사용하고 잘 닦으면서 하면 깨끗하

게 할 수 있다..  

참 마지막 부분에 납이 많이 싸여 더 이상 흘러 내려가질 않을 때가 있다 그럴땐 과감하게 

인두로 납을 녹이고 PCB 를 잡고 있는 손을 책상 한번 처라 그럼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

지.. ^_^; 

5) 일단 그림을 보고  

 

자 그림을 보니 약간 이해가 가지? 

그 다음은 한 두개가 남으면..이런 식으로 다 한다.. 

5) 그 다음은 구리 그물망을 준비하고 담배하나 피고 해라…. 

왜냐하면  열 좀 시키라고  알쥐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또 시작하자… 

그림처럼 그물망을 대고 인두를 대면 남은 납이 쫙 빨려 들어 온다… 

        그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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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남…짜씩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해가 가고 아님 말고 …. 

6) 이렇게 다 하면 마무리가 된다.. 

7) 그리고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보고 확인해라.. 

8) 그럼 행운을 빈다….헉  헉헉  힘들다 이렇게 쓰니까… 

9) 만약 이렇게 해서 뻑 나면 뭐 허거덩이지 뭐… 

10) 완성품이당 봐라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연락 주세요….김종문 

kimjmh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