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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hero viii

ASUS ROG 를 선도하는 AMD 플랫폼의 하이 엔드 마더 보드, 크로스 헤어 시리즈는 RYZEN CPU의 출시로 시작 AMD의 인기 덕분에 다시 상단에있다. 최신 제품은 Ryzen 3000 (마티스E)에 의해 출시 된 x570 칩셋을 기반으로 1 년 전에 출시되었으며, AMD는 다시 한 번 GEN3 CPU RyZEN 5000 (버미어)에서 시장 선두 주자를 차지했습니다.
CPU는 한 단계 더 높은,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 보인다, 그리고 Bermire 이전에 출시 된 제품 보다 높은 시계를 보였다, 그래서 ASUS그것을 보완 하기 위해 새로운 마더 보드를 발표. 아수스 로그 크로스헤어 VIII 다크 히어로,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주인공.啦 이전에 출시 된 아수스 로그 크로스 헤어 VIII 영웅 (왼쪽), 패키지 및 태블릿 디자인 아수스
ROG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 (오른쪽) 우리는 오늘 발견 할 것이다. 마더보드 외관의 큰 특징은 이전에 장착된 칩셋 방열판에서 냉각 팬을 제거하고, 전체 방열판 디자인은 이전과 같이 빗 모양의 무기한 디자인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각 팬이 없더라도 열 창고 자체를 빠르게 완화하려는 기능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열판과
칩셋 방열판에 대한 Rog 텍스트와 로고는 독특한, 비 수동 모양을위한 특히 크롬 도금 디자인을 가지고, 이는 물론 또한 당신의 미각에 맞게 색상을 변경RGB LED를 사용합니다. IR3553 MOSFET의 왼쪽에는 영웅 전원 공급 장치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다크 히어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으며 X95410RR MOSFET는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
해 AMD Gen3 RYZEN CPU 5000(Vermere)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전체 구성은 14단계 이상 2상과 동일하지만, MOSfet는 IR3553에서 텍사스 인사이트 X95410RR로 변경되며, 추가 오버클러킹에도 계속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인증 번호: 2018-08-0031 웹사이트: 서비스 명: 다나 및 회사/에이전시 이름:
다나카 대표, 손윤환, 안징카운티 타당성: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상기 기관은 2018년 8월 30일, 저작권©, 한국데이터진흥원 다나와(Danawa Co., Ltd.)에 대한 콘텐츠 전송 서비스 품질 인증을 인증했다. 인증 번호: 2018-08-0031 웹사이트: 서비스 이름: 다나 및 회사/에이전시 이름: 다나카 주식회사, (주)손윤환 안징카운티 타당
성: 2018년 8월 30일 ~ 2020년 8월 29일 상기 기관은 2018년 8월 25일 콘텐츠전송서비스 품질관리청의 행동강령, 저작권©, 한국데이터진흥원 다나와(Danawa Co., Ltd.)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약. 아수스 로그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 다크 히어로는 조커 (인텔)를 잡으려고 왔다. QM 145 8969 103 2020.11.12 19:48 1. ASUS ROG 크로스헤
어 VIII 다크 히어로 2. 제품 사진은 다양한 라인업과 함께 아수스의 하이 엔드 게임 브랜드, ROG입니다. 또한 ROG STRIX가 있지만, STRIX는 ROG 사이에 소개감을 가지고 있으며, ROG의 기본 라인업인 막시무스와 크로스헤어를 선택하여 ROG를 오른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MAXIMUS는 인텔 플랫폼 제품군이며 CROSSHAIR는 AMD 플랫폼
제품군입니다. 물론, AMD 스레드 리퍼 헤트 마더 보드와 인텔과 제니TH 가족을위한 미쳐가있다. 그 특성에 따라 라인업도 있습니다. 포뮬러, 에펙스, 익스트림, 영웅, 유전자, 효과 등. 임팩트는 미니 ITX, GENE은 마이크로 ATX이며 나머지는 ATX를 준수합니다. EXTREME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접근 할 수 없으며, APEX는 오버 클러킹을위한 특별
한 제품이며 사용자 정의 냉각 시스템을위한 포뮬러이므로 HERO 제품은 일반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아수스는 기존 아수스 로그 크로스헤어 VIII 히어로(Wi-Fi) x570 칩셋을 장착한 아수스 로크로스헤어 VIII 다크 히어로를 출시했다. 이번에는 영웅만이 아니라 어두운 영웅입니다. 블랙을 선택하면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 많은.
사치품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영웅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웅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스 로그 십자선 VIII 그의 이름에 검은 색. 방열판에는 M.2 SSD 방열판 및 칩 세트 방열판과 일치하는 대각선 패턴이 있습니다. M.2 SSD 방열판상단에다크 히어로 제품 이름이 있으며 칩셋 방열판은 ROG 로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I/O 커버의 맨 위에는
로그가 있습니다. RGB LED 효과가 켜지는 곳입니다. rog 표현식 위에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십자가 머리 문자가 있습니다. AM4 소켓이 장착된 X570 칩셋 베이스는 Ryzen 2000 시리즈부터 최신 Ryzen 5000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AMD 플랫폼의 장점은 가장 광범위한 호환성입니다. PCIe 4.0이 지원되는지 여부에 따라
CPU가 위의 CPU에 직접 연결된 슬롯에 설치된지 여부에 따라 두 개의 M.2 SSD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롯은 CPU에 칩셋에 연결된 슬롯이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PCIe 4.0 NVMe S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Ie ×16 슬롯은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상단 슬롯은 ×16이며 중간 슬롯은 ×8이며 하단 슬롯은 ×4 모드입니다. 또한 ×
및 하단 슬롯 사이에 슬롯이 있습니다. ×1 모드이지만 측면 슬롯이있는 슬롯으로 다른 확장 카드를 연결합니다. PCIe 버전은 CPU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CPU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세부 정보와 설명서를 확인하여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외관의 독특한 점은 X570 칩 세트 마더보드에 카세트 방열판에 냉각 팬이 없다는 것입니
다. 기존 제품은 상기 냉각 팬, 개별 냉각 블록 또는 전기 원 및 냉각 파이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수스 로그 십자선 VIII 다크 히어로는 알루미늄 방열판만 제공하더라도 냉각 팬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더보드의 소음이 제거되고 포팅 및 기타 소모품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I/O 포트 I/O 포트에는 CMOS 클리어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
며, BIOS FlashBack™ 버튼, Wi-Fi 안테나, USB 3.2 Gen1 Type-A 4, USB 3.2 Gen2 Type-A 7, USB 3.2 Gen2 Type-C 1, RJ-45 2.5 기가비트(왼쪽), RJ-45(오른쪽) 및 다양한 오디오 잭 1비트지원 아수스 ROG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는 CPU의 넓은 범위를 지원, 그래서 CPU에 따라, 일부 USB 포트 (왼쪽 아래 모서리에 네 개의 빨간색
USB 포트) 그것을 지원합니다. Ryzen 3000 시리즈, 4000G 시리즈, 5000 시리즈 CPU를 부착할 때 USB 3.2 Gen2 속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Ryzen 2000 시리즈, 2000G 시리즈, 3000G 시리즈 CPU를 장착할 때 USB 3.2 Gen1 속도를 줄입니다. 방열판은 전원 공급 장치와 칩셋 및 M.2 SSD 슬롯 모두에 적용되었습니다. M.2 SSD 소켓의 방
열판은 상단의 나사와 뒷면의 다른 나사를 톱질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열판은 전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열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히트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히트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원 공급 장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는 14+2 위상 구성입니다. CPU 코어(Vcores)의 경우 14단계, SoC의 경우 2단
계. PWM 컨트롤러에는 digi+ EPU ASP1405I(IR35201) 제어가 있어 최대 8단계를 제어합니다. Mospet은 Vcore와 SoC 텍사스 인프라 X95410RR(최대 90A)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중 출력 구조는 뒷면에 도블러와 같은 특수 구성 요소를 수행하지 않으며 실제 단계는 7 +1 단계가 됩니다. 커패시터는 니치폰 FP10K 시리즈 제품을 사용했습니



다. 십자선 VIII 영웅 (WI-FI) VS 십자선 VIII 다크 히어로 외관 비교啦 십자선 VIII 영웅 (WI-FI) 및 십자선 VIII 다크 히어로 (오른쪽) 아수스 로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는 이전에 출시 된 십자선 VIII 영웅 (WI-FI)에 어두운 제품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패키지의 색상도 그 다음에 이름이 뒤따랐고, 전체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이름과 패키지 색상과 다르
게 변경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더보드 모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더보드의 레이아웃에는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DARK라는 이름으로 어두워집니다. I/O 뚜껑과 칩셋과 M.2 SSD 방열판 의 디자인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O 커버에는 히어로가 있었지만 어두운 영웅은 ROG를 크게 줄입니다. 칩셋 방열판 위에, 냉각
팬은 이전 X570 칩셋에 의해 생성 된 열을 신속하게 방출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번에는 냉각 팬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방열판은 ROG 로고를 제어하고 전체 칩 세트 방열판의 색상보다 더 밝게 하여 더욱 눈에 띄게 만듭니다. 블랙은 또한 당신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아수스 ROG 크로스 헤어 VIII 영웅 (Wi-Fi) 전원 공급 장치. 이미지를
클릭하여 더 크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전원을 비교합니다. PWM 컨트롤러와 커패시터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파워 모스펫은 기존 인피니언 IR3555(최대 60A) A에서 사용됩니다. X95410RR(최대 90A). 전원 공급 장치 구성 요소의 최대 용량을 고려하여 확실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AMD Ryzen 9 5900X가 장착된 CPU 클럭 변경 및 전원 공
급 온도는 시계 의 변화와 전원 온도 기본 및 오버클럭 된 4.7 GHz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이 시험은 10분 동안 블라인더의 지도력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CPU 클럭 변경 기본 상태, 우리는 4.4 G Hz에 가까운 남아 보았다. CPU 코어 전압을 1,375V로 설정하고 최대 4.7GHz의 오버클러킹을 통해 정확히 4.7GHz로 설정합니다. 아수스 로그 크로스헤어
VIII 다크 히어로 VRM 온도 센서는 VRM 온도를 지원하는 온도를 묘사했습니다. 낮은 값은 기본적으로 최대 49°C에서 보였으며 최대 58°C에서 오버클럭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에서 60 °C를 초과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온도를 보였다. 테스트 결과는 AIDA64 캐시 및 메모리 벤치마크에 첨부됩니다. 그러나 오버클러킹 열이 샘플링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조차도 생산 주차장, 칩, 환경 또는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수스 ROG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는 기존의 크로스 헤어 VIII 영웅 (Wi-Fi)보다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가지고있다. Mospet은 또한 더 높은 용량의 제품으로 채택되므로 CPU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오
버클러킹시에도 전원 공급 온도가 60°C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더보드에 조명이 켜진 RGB LED 효과는 고급 스러움을 망치지 않도록 조명됩니다. ROG의 프리미엄에 대해 기분이 좋았던 숫자였습니다. 전통적인 십자선의 외관에 가장 큰 변화는 칩 세트 방열판입니다. 거의 모든 X570 칩셋 마더보드는 okvinatot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냉각
팬을 찾을 수 없습니다. 냉각 팬이 있는 경우 먼지가 쌓이고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팬 없는 소음이 감소하고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럭셔리 아수스 ROG 크로스헤어 VIII 다크 히어로의 가격은? 기존 십자선 VIII 영웅 (WI-Fi) 모델의 출시 가격이었다 $374.99. ASUS ROG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의 공식 해외 출시 가격이 $399.99.
공식 지출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HERO, 칩 세트 냉각 팬, 향상된 성능 구성 요소와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춘 DARK HERO는 전통적인 HERO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아수스 ROG 크로스 헤어 VIII 다크 히어로를 출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칼럼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QM이 해제될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 출시 일정으로 ASU 코리아에 연락한 결과 곧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착용 일정이 연기됐다. 우리는 곧 볼 것 이다 답변을 받은, 그래서 이 제품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퀘사존 작품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산 마크-비변경 번호 4.0 국제 라이선스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MD X570 ATX 게이밍 마더보드 PCIe 16 전원 레벨, OptiMem III, 온보드 Wi-Fi 6 (802.11ax), 2.5 Gbps 이더넷, USB 3.2, SATA, M.2 및 오라 동기화 RGB 조명 AMD AM4 소켓: AMD Ryzen™ 5000 시리즈/ 4000 G 시리즈/ 3000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0 G 시리즈/ 3000 0 시리즈/ 3000 G-시리
즈/ 3000 G 시리즈/ 3000 0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0 G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0 G-시리즈/ 30000 G-시리즈/ 3000 0 시리즈/ 3000 G-시리즈/ 3000 G-시리즈/ 30000 G 시리즈/ 30000 G-시리즈/ 3000 0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0 G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0 G 시
리즈/ 3000 G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0 G 시리즈/ 3000 0 G 시리즈/ 300 최대 2개의 M.2 드라이브를 지원하며 USB 3.2Gen 2 및 AMD StoreMI 종합 열 설계인 패시브 칩셋 방열판, M.2 알루미늄 방열판 및 ROG 물 냉각 영역으로 연결성과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견고한 전력: 설계 전력 솔루션 14+2 TI 전력 레벨 90A,
ProCool II 전원 커넥터, 미세 합금 코일 및 10K 일본제 블랙 메탈 커패시터 고성능 네트워크: MU-MIMO 지원, 2.5Gbps 이더넷 및 기바비트 이더넷이 있는 내장 Wi-Fi 6(802.11ax)을 지원하며, VIUsFirst 를 지원합니다. 5방향 최적화: 오버클러킹 및 냉각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차원의 튜닝 장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IY 친화적 인 디자인 :
사전 장착 된 I / O 쉴드, ASUS SafeSlot, BIOS 플래시백 및 최대 내구성을위한 프리미엄 구성 요소. 비교할 수 없는 개인화: ASUS 독점 Aura Sync RGB 조명, RGB 헤더 및 주소 지정 가능한 Gen 2 RGB 헤더, 업계 최고의 ROG 오디오: ROG SupremeFX S1220과 유서 깊은 ESS® ES9023P는 헤드셋과 이국적인 통조림 제품에 대한 고품질 사
운드를 제공합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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