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머와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놀라운 데스크탑 파워

새로운 차원의 
성능과 휴대성

어떤 작업에서도 유지되는 강력함¹
최대 40개의 PCIe* 3.0 레인, 쿼드 채널 DDR4 메모리 지원, 새로운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기술 3.0을 통해 최대 20% 더 우수한 성능2,3,4을 제공합니다.⁵ 
또한 Intel® XTU(Intel® Extreme Tuning Utility)를 사용하여 정확히 사양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최고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오버클러킹¹할 수 있습니다.

10 코어, 무한한 가능성
인텔 최초의 10 코어 데스크탑(DT) 프로세서인 인텔® 코어™ i7-6950X 
프로세서 익스트림 에디션을 사용할 경우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뿐입니다. 
3DMark* Fire Strike Physics 점수에서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이 
제품으로 몰입감이 뛰어난 게임을 즐겨보십시오.3,4,6

가상 현실에서 창의력 발휘
인텔® 코어™ i7 69xx/68xx 프로세서가 탑재된 PC에서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 더 빠른 4K 비디오 편집과 최대 20% 
더 빠른 비디오 트랜스코딩3,4,7,8이 강점인 이 프로세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제작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은 훨씬 감소합니다. 이제, 신나는 가상 현실(VR)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한 유연성과 성능상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인 게이머와 제작자용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기반 노트북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최고의 
성능과 파워를 제공합니다. 탁월한 배터리 사용 시간과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 중 게임과 제작을 할 수 있어 여행이 한결 편해집니다.



더 작은 크기로 
제공되는 PC
의 파워

최상의 궁합

미니 PC에 담긴 최고의 성능
공간 절약형 인텔® NUC 키트 NUC6i7KYK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최신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된 인텔® NUC는 일반적인 
크기의 PC에서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대 30배 더 우수한 3D 그래픽⁹
게임이나 제작 중에 놀라운 인텔® Iris™ 프로 그래픽과 4K 성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섀시가 새롭게 디자인되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기기가 과열되지 않습니다.

연결 그리고 정복
새로운 인텔® 프로세서와 초고속 인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함께 
사용하면 최고의 성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듀오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미래 대비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 PC에 인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탑재하여 
미래에 대비하십시오. 모델을 비교하고 미리 계획을 짜두면 언제든 확신을 
가지고 P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워크로드는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에만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SYSmark 및 MobileMark와 같은 성능 테스트는 특정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운영 및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해당 요소에 변경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 중인 구매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을 포함한 기타 정보 및 성능 테스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성능 및 벤치마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m/performance을 참조하십시오.

1 경고: PC 클럭 또는 메모리 주파수 및/또는 전압을 변경하면 (i)시스템 안정성 및 시스템, 메모리 및 프로세서의 사용 수명 단축, (ii) 프로세서 및 기타 시스템 구성 요소의 결함, (iii) 시스템 성능 감소, (iv) 추가적인 열 또는 기타 손상 발생, (v) 시스템 데이터 무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텔에 
클럭 주파수 및/또는 전압 변경을 비롯하여 메모리가 특정 용도에 맞도록 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증 및 추가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메모리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2 구성: Blender 2.76b 워크로드는 플라잉 스쿼럴의 ~6.9MB 캐릭터 모델 렌더링으로 구성됩니다.
3 인텔은 이 문서에 인용된 타사 벤치마크 데이터 또는 웹 사이트의 설계 또는 구현을 통제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텔은 고객들이 인용된 웹 사이트 또는 유사한 성능 벤치마크 데이터가 게재된 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벤치마크 데이터가 정확하고 구매 가능한 시스템 성능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결과는 인텔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입니다. 시스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나 구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기술 3.0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기술 3.0 및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 2.0은 특정 인텔® 프로세서에서만 지원됩니다 PC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성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kr/content/www/kr/ko/architecture-and-technology/turbo-boost/turbo-boost-max-technology.html을 참조하십시오.
6 구성: 3DMark* 1.2는 DX* 9 / OpenGL* ES 2.0, OpenGL ES 3.0/3.1, DX 10 및 DX 11 게임 성능을 측정하는 Futuremark* 벤치마크입니다. 수행되는 다섯 가지 주요 테스트는 DX 9 / OpenGL ES 2.0용 “Ice Storm”, OpenGL ES 3.0/3.1용 “Sling Shot”, DX 10용 “Cloud Gate”, DX11용 “Sky Diver” 

및 DX 11 그래픽용 “Fire Strike”입니다. 보고된 지표: 그래픽 점수(GPU), 물리 점수(CPU), 결합 점수(GPU & CPU) 및 전반적인 3DMark 점수.
7 구성: HandBrake 0.10.2.7286 워크로드 비디오 파일은 ~6.27GB, 3840x1714, 73.4Mbps, 24fps, H.264, .mov 비디오 파일을 ~1480MB, 1920x858, ~17.1Mbps, 24fps, H.264, .mp4 비디오 파일로 트랜스코딩하여 사용했습니다.
8 구성: Adobe Premiere Pro CC 2015.1 프로젝트에는 전체 재생 시간이 2분 21초인 클립 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 80Mbps의 비트레이트로 녹화된 4K H.264 MP4 영상입니다. 총 입력 파일 크기는 1.90 GB입니다. 비디오 스트림은 프레임 속도가 29.97 FPS인 3840 x 2160(4K) H.264 형식입니다. 

오디오 스트림은 1536Kbps, 48.0KHz, 16비트 스테레오의 WAV 형식입니다. 성능 테스트는 전체 클립을 4K H.264 MP4 형식으로 내보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출력은 고품질 4K 비디오 파일입니다.
9 3D 게임 성능을 측정하는 DX 10 그래픽 서브테스트용 3D 그래픽 벤치마크인 3DMark* 1.2.0 Cloud Gate를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www.futuremark.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 http://www.intel.co.kr/content/www/kr/ko/nuc/nuc6i7kyk-gaming-usage-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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