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북 구매 전후 확인할 사항

맥북 구매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1. 구매 전 : 제품 구입 시기 확인

 곧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의 맥을 구입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봐야 할 사이트입
니다. 기종별 평균 출시 간격과 출시 일로부터 경과한 일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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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전 : 새 제품 혹은 출시 이후 2년 이내 제품 구매

 맥북은 좋은 조건의 중고 매물이 아니고서는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 모델을 
잔고장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만큼 보증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연쇄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맥북은 여러 차례 수리를 받다 보면 수리비용이 제품 가격을 초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맥북의 공식적인 사용 수명은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맥북 제품은 구매일로 부터 1년간 보증받을 수 있
습니다. 가능한 신품 또는 중고 구매 시 수리 보증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애플케어를 적용하여, 또는 이미 적
용된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16년 이후 맥북프로 제품군은 화면부 코팅이 벗겨지는 스테인 게이트와 힌지 내부 케이블 단선되는 플렉스 
게이트 같은 문제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기 불량이나 마감 불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여 2주의 환불 기간
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구매 후 : 구동 전 확인사항

 기계 외부에 긁힘 또는 찍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모니터 화면부와 상판에 유격이 없는지 확인한다.
 상판을 덮었을 때 하판과의 간격이 균일한지 확인한다.
 키보드 양 측면의 스피커의 구멍이 모두 정상적으로 뚫려 있는지 확인한다.
 맥북을 덮고 가볍게 흔들었을 때 내부에 분리된 부품으로 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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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북 하판의 나사가 정상적으로 조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힌지의 저항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키보드의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곳곳을 가볍게 눌렀늘 때 딱딱거리는 소음이 없는지 확인한다.

4. 구매 후 : 구동 후 확인사항

  어두운 환경에서 최소 다섯가지 색상 이미지를 최대 밝기로 설정 후 불량화소 유무를 관찰해본다.
  키보드의 밝기를 최대로 맞추고 지나치게 어두운 곳에서 빛 샘이 없는지 확인한다.
  어두운 환경에서 검은색과 흰색 이미지를 최대 밝기에서 관찰하며 빛이 새어나오거나 균일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스마트폰 화면에 비교해 노란 빛이 돌지 않는지 점검해본다.

 배터리 사이클을 확인한다. (새 제품은 5 이하인 것이 보통이다.)
 총 배터리 용량을 체크한다. (2018년형 맥북 에어의 경우 4350~4450 정도)
 제품 박스 상의 일련번호와 맥북의 일련번호가 같은지 확인한다.
 용량, 램, CPU가 구매 사양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애플 케어를 적용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키보드 키가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사운드 볼륨을 최저, 최대까지 높이며 노이즈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블루투스 기기 연결 및 간헐적 끊김 여부를 확인한다.
 페이스 타임 카메라 작동 여부, 화질 상태를 확인한다. 
 카메라 작동시 렌즈 옆에 초록색 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캡스룩을 길게 눌러 초록색 불의 점등을 확인한다.
 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방전 속도를 체크한다.
 USB-C타입 기기와의 연결을 체크한다.
 영상을 재생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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