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CIAL

데스크톱 메모리

간편한 설치

Crucial 메모리로 몇 분 안에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키세요 .
컴퓨터가 느려졌다면 간단한 해결책은 바로 메모리 추가입니다 . 시스템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Crucial® 데스크톱

메모리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불러오고 응답성을 개선하며 ,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실행하고 데스크톱의 멀티태스킹 역량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

손쉬운 멀티태스킹

간편한 설치

crucial.com/products/memory

컴퓨터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메모리는 단기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 웹 탐색 또는
스프레드시트 편집과 같은 시스템의 순간 작동은 단기 데이터 액세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 속도와
메모리 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 속도를 높이고 추가 메모리를 설치하면 몇 초 만에 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손쉬운 멀티태스킹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사진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문서를 편집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능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행 중인 모든 앱은 메모리를
요구하며 제한된 리소스를 놓고 경쟁합니다. 메모리 슬롯마다 고밀도 모듈을 설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원활한 멀티태스킹 작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 컴퓨터 기술은 필요 없음

드라이버와 사용 설명서만 있으면 몇 분 안에 메모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3분 분량의 설치 동영상 중 하나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위해 컴퓨터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가치 극대화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시스템 구입 비용의 일부만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여 데스크톱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

Micron® 품질 - 높은 수준의 신뢰성

Crucial 데스크톱 메모리는 세계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Micron의 브랜드로 , 안정적인 성능을
위한 표준입니다. 오리지널 SDRAM 기술부터 DDR4에 이르기까지 Crucial에서는 40년간 전 세계
컴퓨터를 가동해 온 메모리 기술을 설계해 왔습니다. Crucial 메모리를 선택하면 제한적 평생 보증이
제공되고 세계 최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메모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 제품 수준에 대한 기대를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부품

Crucial 데스크톱 메모리는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 목록은
www.crucia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MM

DDR3/DDR3L

DDR4

밀도

4GB, 8GB

4GB, 8GB, 16GB, 32GB

속도

1,600MT/s

2,400MT/s, 2,666MT/s,
3,200MT/s2

전압

1.5V/1.35V3

1.2V

240핀

288핀

핀 카운트

1. 제한적 평생 보증은 구입 날짜로부터 10년간만 보증을 제공하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2. 4GB 모듈에서는 3,200MT/s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DDR3 UDIMM은 1.5V 전용입니다. DDR3L 1.35V UDIMM은 1.5V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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