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취향, 용도 등을 고려해 컴퓨터를 

조립하는 ‘조립식 PC’. 지난 호에 이어 컴퓨

터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6

가지 부품들을 소개한다. 

컴퓨터의 핏줄 ‘메모리’

램(RAM)

램, RAM(Random Access Memory)는 

컴퓨터의 임시 저장 장치이다. 영구 저장 장

치인 하드디스크나 SSD와는 다르게 컴퓨

터의 입력된 정보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원래 틀어져 있던 인터넷 

창을 여는 것과, 처음으로 인터넷창을 여는 

것의 속도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처음 

인터넷 창을 열게 되면, 이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고, 램은 저장공간은 적지만 매우 빠

른 속도를 갖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는 적은 시간내에 바로 사용자에

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램은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미치는 성능

은 적지만, 램 용량이 부족하다면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부품중 하나다. “컴퓨터

가 느려요”하는 질문 중의 열이면 아홉은 전

부 이 메모리 부족 때문인 경우이다. 따라서 

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램 용

량이다. 용량이 크면 클 수록 사용자가 작

업할 수 있는 책상이 커진다고 이해하면 쉽

다. 내가 만약 간단한 문서 작업만을 필요로 

한다면 4GB나 8GB, 무거운 게임을 한다면 

16GB, 32GB, 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

상편집을 포함한 작업등을 한다면 32GB에

서 64GB, 128GB까지 구성하기도 한다.

컴퓨터의 눈 ‘그래픽카드’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카드는 사용자의 모니터 화면으

로 출력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그

래픽카드는 컴퓨터에 꼭 필요한 부품은 아

니다. “아니, 컴퓨터의 눈을 담당하는 부분

인데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하

며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론 일

반적인 CPU에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렇기에 사무용 PC등지에는 내장그래

픽을 포함한 CPU를 구성해 그래픽카드 없

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 자신

이 3D 게임 혹은 무거운 영상 작업 등을 한

다면, 그래픽카드는 사용자의 만족감에 가

장 직결 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픽카드 시장도 CPU처럼 두개의 회

사(엔비디아와 라데온; 때로는 AMD라고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는 라데온이 AMD의 

자회사이기 때문)가 양분하고 있지만, 사실

상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엔비디아사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엔비디

아의 가장 주된 라인업은 ‘GTX 시리즈’와 

‘RTX 시리즈’가 있다. RTX시리즈가 GTX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

실상 GTX시리즈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엔비디아와 라데온 모두 뒤의 숫

자 (RTX 2060, RTX 2070, RTX2080 혹은 

RX570, RX580, RX590)가 높을 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며, CPU 넘버링과도 비슷하

게 엔비디아는 ‘60번대 (RTX 2060, GTX 

1060, GTX 1660 등)’는 출시일 기준으로 메

인스트림, ‘70번대’는 하이엔드, ‘80번대’는 

플래그십 순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추어 

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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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알못’을 위한 컴퓨터 부품 가이드 ‘퀴어’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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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Queer)’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

나? 퀴어는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언급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선 그들

에 관해 자세히 알 기회는 많지 않다. 퀴어 

용어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퀴어, 그 속의 개념

퀴어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젠더(gender)

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젠더는 육체적인 

성을 지칭하는 섹스(sex)와 다르게 사회적

인 성을 이르는 단어다. 젠더를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성소수자 안에서도 세부적

으로 나눠진다.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lesbian)과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gay), 양

성애자를 뜻하는 바이섹슈얼(Bisexual), 트

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등의 용어가 퀴어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 

중 트랜스젠더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성 젠

더와 육체적 성 섹스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을 지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성전환을 원하

는 사람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

고 하고, 따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

젠더라고 부른다. 또한, LGBT는 가장 보편

적인 위의 네 가지 단어들의 앞 글자를 합

친 형태로, 성소수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퀴어의 유래와 상징물 

본래 퀴어(Queer)는 ‘색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다. 동시에 퀴어라는 단어가 영

어권에서는 동성애를 의미하기도 했기 때

문에 19, 20세기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또한, 성소수자는 ‘소수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소수집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

지만, 사회에 의해서 소수화된 집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퀴어를 대표하는 무지개 깃발은 본래 연대

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 1978년에 포괄적

인 의미를 담아 새로 디자인된 무지개 깃발

은 이후에 성소수자 단체에서 사용되기 시작

했다. 깃발의 다양한 무지개의 색은 세계 여

러 나라의 성소수자들의 다양성 의미하고 있

다. 초기에는 분홍,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

랑, 남색, 보라의 8가지 색이 사용되었지만, 현

재는 분홍과 남색이 제외된 6개 색상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핑크 트라이앵글(분홍 삼각형)도 존재한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퀴어 

<톰보이 Tomboy>

● 프랑스/ 82분/2011년

남자가 되고 싶은 10살 여자아이가 남자

아이인 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

은 영화다. 주인공인 로네가 자신의 성 정체

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내 서

울국제여성영화제 대상,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상을 수상했다.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

● 미국/134분/2005년

두 청년 에니스와 잭은 브로크백 마운틴 

목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지게 된다. 그들

의 우정은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지만, 그들

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둘이 우연히 다시 만나면

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

은 MTV영화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

에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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