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 고성능 대형 화면

스타일이 살아 있는 16:10 와이드스크린 베젤을 사용한 ViewSonic의 48cm(19형) 

VA1928wm LCD는 10,000:1 동적 명암비로 뛰어난 고성능의 화상을 재생하며 

5ms의 고속 ClearMotivTM 비디오 응답 속도로 잔상이 없는 빠른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이러한 고성능 기능은 진정한 멀티미디어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통합 스피커와 함께 완성됩니다. VA1928wm은 풍부한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거나 여러 장의 문서나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해야 하는 개인, 소호 

및 교육 분야 종사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OSD 및 파워록 기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뛰어난 색감과 완벽한 화면 조정을 보존하십시오. 스타일이 살아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벽면에 장착하면 귀중한 작업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VA1928wm의 고성능 품질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VA1928wm
48cm(19형) 멀티미디어 LCD, 
10,000:1 동적 명암비

10000:1 동적 명암비
보다 진한 검정 화면과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향상
더 넓어진 책상의 작업 공간에서 내장된 2W 스테레오 스피커 2개로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느껴보십시오.

16:10 와이드스크린 감동16:10 와이드스크린 감동
16:10 와이드 형식 화면은 박진감 넘치는 게임, HD 고화질 비디오 및 
여러 문서 창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각 영역을 극대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OptiSync® 디지털/아날로그 입력으로 연결성 확장
이 멀티모드 입력 기술은 최상의 이미지 품질을 위하여 
아날로그 비디오(VGA)와 디지털 입력(DVI)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궁극적인 통합 유연성을 위해 최소 조정으로 
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sRGB 색상 관리
다른 sRGB 호환 주변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인쇄할 화면의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ClearMotiv II® 5ms 비디오 응답 속도
5ms의 빠른 비디오 응답 속도로 
디지털 HD 방송 품질의 비디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2000회 이상 수상 기록
최고의 제품,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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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1928wm

48cm(19형) 와이드 컬러 Si TFT 액티브 매트릭스 LCD

1440 X 900

300cd/m2(표준)

1000:1(표준) / 10000:1(동적 명암비)

수평 160°, 수직 160°(CR 〉 10)

5ms

0.285mm(가로) X 0.285mm (세로)0.285mm(가로) X 0.285mm (세로)

표면 눈부심 방지 코팅(3H)

RGB 아날로그(75 ohms, 0.7/1.0 Vp-p)

DVI-D(TMDS, 100 ohms) (DVI-D 케이블 옵션)

분리 동기화

수평 주파수: 24-82kHz, 수직 주파수: 57-75Hz

PC 호환(VGA에서 최대 1440 X 900 순차주사방식)

Power Mac, 최대 1440 X 900Power Mac, 최대 1440 X 900

15핀 미니 D-Sub(1개)

DVI(HDCP 및 DDC/CI 지원) (DVI-D 케이블 옵션)

3.5mm 오디오 라인 입력

내장 전원 어댑터, 3핀 플러그

2W(2개)

- 5° ~ 20° 

100-240VAC, 50/60Hz(전환 방식)100-240VAC, 50/60Hz(전환 방식)

32W(표준) / 36W(최대)

[1], [2], 전원, 아래[▼], 위[▲]

자동 이미지 조정, 명암/밝기, 입력 선택, 색상 조정(sRGB, 9300K, 

6500K, 5400K, 사용자 색상[R,G,B]), 정보, 수동 이미지 조정

(수평 크기, 수평/수직 위치, 미세 조정, 선명도), 

설정 메뉴(언어 선택, 해상도 정보, OSD)

0°C - 40°C(32°F - 104°F)0°C - 40°C(32°F - 104°F)

10% ~ 90% (저장습도) 

440.2mm X 383.4mm X195mm(베이스 포함)

4.4kg

UL/CUL, FCC-B(ICES-003B), CB, CE, TCO'03, TUV/GS, 

TUV Ergo(ISO 13406-2 및 MPRII 포함), TUV-S, VCCI, NOM, 

GOST-R, HYGIENIC, Energy Star, CCC, BSMI, PSB, C-TICK, 

KTL/MIC, SASO, WEEE, RoHS, UkraineKTL/MIC, SASO, WEEE, RoHS, Ukraine

VESA(100mmX100mm) 표준 충족


	VA1928wm_01 copy.pdf
	VA1928wm_02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