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해진 성능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통해  
사물 인터넷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평균 성능 향상1 이전 세대 대비 이미지 분류의  
AI 추론 성능 향상2

현재와 미래의 AI 요구 충족
내장된 가속기능은 AI 비디오 및 분석과 같이 다양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통합 보안으로 귀사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통합된 효율성과 민첩성을 활용하십시오

귀사의 IoT 기술을 확장하십시오

인텔® SGX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엔클레이브(enclaves) 
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을 사용한

CPU 제어로 성능을 
높이고 TCO는 
최적화합니다

인텔® 토탈 메모리 
인크립션(TME)를 통해

완전한 물리적 메모리 
암호화를 구현합니다

인텔® 리소스 디렉터  
기술을 사용하여

공유 자원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IoT 적용을 위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산업 자동화

영상 솔루션의 성능 향상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워크로드를 엣지에 집중하고  
이미지 분류 및 객체 감지와  
같은 AI 추론을 가속화 하십시오. 

리테일, 금융, 숙박, 교육

뛰어난  성능, 유연성, 보안, 관리를 
제공하여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헬스케어

향상된 분석, 자동화 및 성능을  
통해 임상 워크 플로우와 검진자  
진단을 강화하십시오. 

공공 부문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1.46x 1.56x

1.  www.intel.com/3gen-xeon-config에서[125]를 확인하십시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www.intel.com/3gen-xeon-config에서[121]을 확인하십시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 및 면책 조항

동일한 SKU의 인텔® 프로세서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변동성으로 인해 주파수나 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은 사용, 구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intel.com/PerformanceIndex에서 확인하십시오.

성능 결과는 구성에 표시된 날짜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데이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 백업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제품 또는 구성 요소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텔은 Principled Technologies사의 BenchmarkXPRT Development Community를 포함한 다양한 벤치마킹 그룹에 참여하고, 이를 후원하고/또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벤치마크 개발에 기여합니다.

비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텔 기술은 지원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결과는 추정되었거나 시뮬레이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텔은 타사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확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타 소스를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 계획 및 로드맵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미래 계획 또는 기대치를 언급하는 진술은 향후를 예측하는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현재의 기대치에 근거하고 있고 실제 결과가 그러한 진술에서 명시 또는 암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많은 
위험성 및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tc.com에 있는 가장 최근의 수익 발표 및 SEC 문서에서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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