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가상 현실(VR), 엔터테인먼트 등 어떤 컴퓨팅 작업에도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은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는 이 최신형 프로세서의 
첨단 혁신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매료될 수 밖에 없는 온갖 기능이 데스크탑 플랫폼으로 
확장되므로 다양한 폼 팩터에서 구현되는 놀라운 경험에 푹 빠져들 수 있습니다.

탁월한 플랫폼 성능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이전 세대의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보다 2개 더 많은, 
최대 6개의 코어를 사용해 프로세싱 성능을 향상시키고 인텔® 터보 부스트 2.0 기술로 
최대 터보 주파수를 4.7Ghz까지 높이며 12MB의 캐시 메모리를 제공하는 등¹ 메인스트림 
데스크탑 PC 성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¹로 최신형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서 최대 12중의 멀티태스킹이 지원됩니다. 매니아 고객층에 적합한 
언락된 8세대 인텔® 코어™ i7‑8700K 프로세서는 플랫폼 성능을 조정해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수한 게임 및 VR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이 선사하는 혜택:

• 다양한 용도와 성능 표준 및 언락된 기기로 구성된 강렬한 포트폴리오.

• 인텔® Optane™ 메모리와 함께 사용 시 놀라운 시스템 반응성을 달성하는 새로운 시스템 
가속 기술.¹

•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인텔 터보 부스트 2.0 기술.

•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 ‑ 각 프로세서 코어에서 2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된 결과, 
멀티태스킹이 개선되고 워크플로 시간이 단축되므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 DDR4 RAM 메모리 기술 지원 ‑ 시스템에서 최대 64Gb의 메모리와 최대 2666MT/s의 
메모리 전송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칩셋 SKU와 함께 사용할 경우 언락된 프로세서에서 코어마다 오버클러킹 비율을 
설정할 수 있어¹ 플랫폼 오버클러킹²에 대한 제어와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놀라운 성능의 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제품군에 대비하기

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제품 개요



놀라운 경험
5년 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는 신규 및 
개선 기능이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 데스크탑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가상 현실

뛰어난 VR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구성 요소만이 
아닌 전체 플랫폼이 받쳐 줘야 합니다. 프로세서, 그래픽, I/O 연결,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이상적인 조합은 필수입니다. 놀라운 VR 
환경을 실현하는 균형 잡힌 플랫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인텔 코어 i7 또는 i5 프로세서 기반 PC에 연결하면 
놀라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탁월한 게임 경험

탁월한 게임 경험이 혼자만의 플레이에서 게임 커뮤니티 전체로 
확장됩니다.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을 활용하면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을 라이브로 스트리밍하거나 녹화하고 편집한 후 
게시하여 손쉽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게임 
경험을 라이브로 스트리밍하고 공유할 수 있는 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기반 게임용 PC로 최고의 기량을 뽐내세요.

UHD 엔터테인먼트

프리미엄 영화 스트리밍을 4K UHD로 재생하려면 첨단 플랫폼을 
통해 오늘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최신 미디어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데스크탑에서 프리미엄 고품질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첨단 미디어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10비트 인코딩/디코딩, 
VP9 10비트 디코딩:

 – 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프리미엄 4K UHD 
엔터테인먼트를 PC에서 완벽하게 스트리밍합니다.

 – 4K 비디오 및 360도 보기로 풀 사이즈 화면에서 몰입도 높은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 4K 비디오를 간편하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생생한 재현을 지원하는 HDR(High Dynamic Range)과 
Rec.2020(Wide Color Gamut, 고색 재현)으로 우수한 이미지 
및 비디오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 Intel® Quick Sync Video 기술은 대부분의 비디오 기능을 
가속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제작 및 공유하고 중단 없이 
멀티태스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리콘에 내장된 최고의 보호 기능¹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하드웨어 수준의 여러 기술을 통합해 
보안¹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능 덕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Intel® Software Guard Extensions (Intel® SGX)¹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해줍니다.

• Intel® BIOS Guard 및 Intel® Boot Guard로 시작 중에도 
시스템이 보호됩니다.

다양한 프로세서 포트폴리오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은 데스크탑 환경에 대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범용 컴퓨팅 등 그 무엇에도 
적합합니다. 6개 코어를 사용하며 경이로운 성능을 뽐내는 8세대 
인텔 코어 i7‑8700K 프로세서부터 실용적인 기능의 8세대 인텔 
코어 i3‑8100 프로세서까지 모두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최신형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사양을 원하는 
전문가나 매니아는 물론 심지어 PC를 처음 구입하는 사용자라도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원하는 경험을 지원해 드립니다. 
폼 팩터가 우선 순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은 고성능 게이밍 타워, 세련된 올인원, 컴팩트한 
거실용 미니 PC에 이르기까지,다양한 데스크탑 PC용 프로세서를 
제공합니다.

놀라운 성능의 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제품군에 대비하기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경험, 기능, 폼 팩터의 혁신으로 
데스크탑 컴퓨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신형 8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 PC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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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특징 한눈에 보기 

기능¹ 이점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 2.0¹ 지정된 한도 미만으로 동작 중일 때 열처리 및 전원 헤드룸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 프로세서 주파수를 동적으로 

높입니다.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¹ 물리적 코어 당 2개의 프로세싱 스레드를 제공합니다. 스레드 수가 많은 응용 프로그램일수록 동시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완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인텔® 스마트 캐시 워크로드에 따라 각 프로세서 코어에 동적으로 공유 캐시를 할당하므로 지연 시간은 단축되고 성능은 

향상됩니다.

통합 메모리 컨트롤러 효율적인 사전 반입 알고리즘, 낮은 지연 및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통해 우수한 메모리 읽기/쓰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텔® UHD 그래픽¹ 놀라운 선명도로 4K UHD 비디오를 재생하고, 사진을 구석구석까지 면밀히 확인하여 편집하며, 최신 게임을 

플레이하십시오.

Intel® Quick Sync Video – 우수한 화상 회의 기능, 신속한 비디오 변환, 온라인 공유, 빠른 비디오 편집 및 

제작을 지원합니다.

프로세서 코어/메모리/그래픽 오버클러킹² 언락된 프로세서를 특정 칩셋 SKU와 함께 사용하면 프로세서 사양 이상의 주파수에서 프로세서 코어, 그래픽, 

메모리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성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PCI 익스프레스* 3.0 인터페이스 최대 12개 레인 및 6개 포트4로 주변 장치에 최대 5GT/s의 고속 액세스와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마더보드 

설계에 따라 PCI 익스프레스 포트를 x2 및 x4로 구성 가능합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¹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과 함께 사용하면 성능이 개선됨은 물론 시스템 가속화 및 반응성과 관련해 빠른 앱 

응답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Intel® Power Optimizer 및 Processor 

C-States

Intel® Power Optimizer는 CPU, 칩셋, 타사 시스템 구성 요소 등 플랫폼 요소 전반의 실리콘 휴면 상태 기간을 

늘려 전원이 절약됩니다. Processor C‑states(C8‑C10)는 낮은 유휴 전력을 제공합니다.

인텔® 가상화 기술¹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여러개의 가상 플랫폼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컴퓨팅 작업을 별도 

파티션으로 격리하여 다운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VMCS Shadowing VMCS Shadowing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VMRead/VMWrite 명령을 사용해 게스트로 실행(중첩 가상화)

되는 VMM(Virtual Machine Manager)이 섀도우 VMCS 메모리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오버헤드가 줄어 사용자 환경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및 업무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동시에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ntel®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New Instructions(Intel® AES-NI)¹

전체 디스크 암호화, 파일 저장 암호화, HD 컨텐츠에 대한 조건부 액세스, 인터넷 보안, VoIP 등의 다양한 암호화 

앱을 지원하는 고속 보안 AES 엔진입니다. 소비자는 보호된 인터넷 및 이메일 컨텐츠와 함께 응답 속도가 빠른 

디스크 암호화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tel® Transactional Synchronization 

Extensions (Intel® TSX)¹

엔터프라이즈급 멀티스레드 성능 확장에 초점을 맞춘 명령어 집합으로, 소프트웨어 스레드 및 잠금에 대한 

제어를 개선해 병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여러 사용자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엔터프라이즈급 빅 

데이터 분석/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시각화 앱에 성능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Intel® Advanced Vector Extensions 2 

(Intel® AVX2)³

AVX1에서 확장된 AVX2은 새롭게 최적화된 명령어를 통해 부동 소수점이 많이 사용되는 앱의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AVX2에는 256비트 정수 명령어와 새로운 FMA(Fused Multiply Add) 명령어가 추가되었습니다. FMA

를 사용하면 얼굴 인식, 전문 영상, 고성능 컴퓨팅, 소비자 비디오 및 이미징, 압축, 암호화 등의 미디어 및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이 개선됩니다.

Intel® Software Guard 

Extensions(Intel® SGX)¹

응용 프로그램 무결성과 기밀을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및 특정 하드웨어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프로세서 개선 

기능입니다.

Intel® BIOS Guard¹ 기존 칩셋 기반의 BIOS 플래시 보호 기능을 향상시켜, BIOS 플래시 스토리지를 노리는 많은 맬웨어의 위협을 

해결합니다. 플랫폼 제조업체의 무단 수정으로부터 BIOS 플래시를 보호하고 저수준 DOS(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플랫폼을 방어하며 공격 후 BIOS를 양호하다고 알려진 상태로 복원합니다.

Intel® Boot Guard¹ 하드웨어 기반의 부팅 무결성 보호 기능으로, 시스템 기능에 중요한 부트 블록의 무단 소프트웨어 및 맬웨어 

탈취를 막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플랫폼 보안을 강화합니다. 구성 가능한 부팅 유형:

계획 부팅 – TPM(Trusted Platform Module) 또는 Intel® Platform Trust Technology 등 플랫폼 스토리지 

장치의 초기 부팅 블록을 측정합니다.

검증된 부팅 – 부팅 정책 키를 사용해 플랫폼 초기 부팅 블록을 암호로 검증합니다.

Intel® OS Guard¹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능으로, OS(운영 체제) 커널을 보호합니다. OS Guard는 OS 커널을 장악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사용자 모드 페이지로 표시된 메모리 영역에서 악의적인 데이터 또는 공격 코드의 사용을 막아줍니다. OS 

Guard는 응용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없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커널을 보호합니다.

인텔® 개인 정보 보호 기술¹ 1회용 암호(OTP) 자격 증명과 공용 키 인프라(PKI) 인증서를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를 위해 암호화된 2차 인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인텔® 보안 키¹ 보안 하드웨어 기반 난수 생성기로, 암호화(암호화 및 해독) 프로토콜에 쓰이는 고품질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부문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수준 높은 엔트로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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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제품군 비교¹

최대 프로세서 주파수(GHz) 최대 4.7 최대 4.3 최대 4.0

프로세서 코어/스레드 수 6/12 6/6 4/4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 2.0¹ 예 예 아니요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¹ 예 아니요 아니요

인텔® 스마트 캐시 크기(MB) 12개 9 최대 8개

지원되는 메모리 유형 DDR4‑2666 DDR4‑2666 DDR4‑2400

메모리 채널 수¹ 2 2 2

인텔® UHD 그래픽¹ 630 630 630

그래픽 동적 주파수(MHz) 최대 1200 최대 1150 최대 1150

Intel® Quick Sync Video¹ 예 예 예

프로세서 코어/그래픽/메모리 오버클러킹² 예 

(특정 SKU 포함)

예 

(특정 SKU 포함)

예 

(특정 SKU 포함)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¹ 예 예 예

인텔® 가상화 기술¹ 예 예 예

Intel® AES-NI 예 예 예

Intel® TSX¹ 예 예 예

Intel® AVX2³ 예 예 예

Intel® SGX¹ 예 예 예

Intel® BIOS Guard¹ 예 예 예

Intel® Boot Guard¹ 예 예 예

Intel® OS Guard¹ 예 예 예

인텔® 개인 정보 보호 기술¹ 예 예 예

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사용하려면 인텔® 300 시리즈 칩셋 기반 마더보드가 필요합니다.

1 인텔 기술의 기능 및 이점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문의하거나 www.intel.c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2 클럭 주파수나 전압을 바꾸면 프로세스 및 기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수명이 손상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사양 외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 제품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3 Intel® Advanced Vector Extensions (Intel® AVX)는 특정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연산에 대한 처리량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서 전력 특성으로 인해 AVX 명령 사용 시 
a) 일부 부품이 정격 주파수 미만에서 작동하고 b) 일부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 2.0 부품이 일부 또는 최대 터보 주파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성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Intel® Advanced Vector Extensions란 Intel® AVX, Intel® AVX2 또는 Intel® AVX‑
512를 의미합니다.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 2.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tel.com/go/turbo 를 방문하십시오.

4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포트 수는 프로세서 번호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서 번호에 해당하는 사양을 참조하거나 시스템 공급업체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일부 기능은 프로세스 또는 칩셋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이 지원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k.intel.com 를 참조하십시오.

© 2017 인텔사. 인텔, 인텔 로고, Intel Inside, Intel Inside 로고, 인텔 코어 및 인텔 Optane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사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 기타 이름 및 브랜드는 해당 소유 업체의 자산입니다. 0817/TM/HBD/PDF C 재활용 가능 336286‑001KO

새로운 8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tel.com/products/desktop/processor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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