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 명암비율의 와이드스크린

51cm(20形) 벨류 시리즈 
와이드스크린 LCD 모니터 

56cm(19〞)인치 와이드스크린
다기능 HD LCD 

22인치 와이드스크린
다기능 HD LCD 

WITH IPOD® DOCK IN MULTIMEDIA BASE

뷰소닉의 51cm(20形) VA2026w LCD 모니터는 저렴한 가격

대에 와이드스크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16:10의 화면 비율과 1680 X 1050의 고해상도 기능을 통해 

두 개의 문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이머들은 고속

의 ClearMotiv®II 비디오 응답속도가 지원하는 몰입형 게임 액

션을 맘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VA2026w가 자랑하는 아주 선

명하고 밝은 색상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 와이드스크린 

LCD 모니터가 제공하는 뛰어난 이미지 품질과 성능을 매우 저렴

한 가격에 즐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데스크 톱을 보완해주는 멋스

러운 섀시를 특징으로 하는 이 모니터를 구입하십시오. 게이머, 

재택 근무자, 소규모 사무실 및 전문가들을 위한 훌륭하고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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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의 5ms 비디오 응답속도가 최상의 화상 선명도를 보증합니다

완전 51cm(20形) 유효 와이드스크린 
선명한 세부 및 완전 포화된 색상을 갖춘 완전 평면의 51cm(20形) 

가시 영역을 자랑합니다.

1680 X 1050의 기본 해상도
선명한 텍스트 및 그래픽의 지원을 받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세부 이

미지.

2000:1 의 명암비

OSD(사용자 조정 기능) / 
파워록(power lock)이 설정을 보호합니다
모니터 설정 변경 사항을 감시하고, 최적화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최상의 스크린 조정성을 위한 OnView® controls
스크린 조정은 사용하기 편리한 스크린 상의 메뉴를 통해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뷰소닉 마법사(ViewSonic Wizard) 포함
사용자 친화적 마법사 소프트웨어가 설정 과정을 자동화하여 최적의 

스크린 성능을 제공합니다.

멋스러운 슬림화된 베젤 디자인
초슬림화된 베젤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데스크톱 사용 공간을 늘리지 않고도 더 넓

은 화면을 즐기실 수있게 되었습니다.

Window Vista 승인 제품

PC 및 MAC® 호환 

TCO'03 및 ENERGY STAR 자격 검
증을 받음.

VA2026w

HDCP
Compatible

DDC/CI
Sup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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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Sync® 기술
이 멀티모드 입력 기술은 최상의 이미지 품

질을 위하여 아날로그 비디오(VGA)와 직

접 디지털 입력(DVI)을지원합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궁극적인 통합 유연성(케이블 

옵션)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최적의 이

미지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 전원,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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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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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평 크기, 수평/수직 위치, 미세조정, 선명도), 설정 메뉴(언어 

선택, 해상도 알림, OSD 위치, OSD 시간초과(Timeout), OSD 

배경), 메모리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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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 ERGO(ISO 13406-2 및 MPRII 적용), TUV-S, VCCI, 

GOST-R, HYGIENIC(20 copies), ENERGY, Energy Star, CCC, 

BSMI, PSB, C-TICK, KTL/MIC, SASO, WEEE, RoHS, NOM

VA2026w
5MS 비디오 응답속도를 자랑하는
51cm(20形) 벨류 시리즈 와이드스크린 LCD 모니터

22인치 와이드스크린 다기능 HD LCD 모니터
마이크 장착 1.3 메가픽셀 모니터 통합 웹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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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WXHXD)

포장전

51cm (20形) 와이드 칼라 a-Si TFT Active Matrix LCD 

1680X1050

2000:1 

300 cd/m2 (표준)

수평170°,수직160°(CR>10)

5ms 

0.282mm(가로) X 0.282mm(세로)

표면 눈부심 방지 및 경질 코팅(3H)

RGB 아날로그(75 ohms, 0.7/1.0 Vp-p) 

DVI (TMDS, 100ohms) 

수평주파수: 24~82KHz; 수직주파수: 50~75Hz

분리 싱크/ 콤포지트 싱크 / SOG

VGA에서 1680X1050 까지 (순차주사방식)

Power Mac ,1680X1050 까지

15 핀 미니 D-sub×1

DVI-D(케이블 옵션)

3-핀 AC 플러그(CEE22)

-5°~20°

90-264VAC; 50/60Hz(전환) 

38W(표준)/ 43W(Max)

0℃-40℃ (32℉-104℉)

10-90% (저장 습도)

509.76mmX431.55mmX225mm (Base 포함)

20.1인치X17인치X8.9인치(Base 포함) 

5.1 Kgs(11.22 Ibs)

VESA (100mm X 100mm) 표준 충족

20070815

모델 번호:VS11802

뷰소닉 코리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6 현대하이엘 907호     제품문의 : (02)798-2132

전원 관리 MPR II  및 ENERGY STAR® 표준 충족
ViewSonic Corporation`s QMS & EMS have been registered to

ISO 9001 & ISO 14001, respectively, by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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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VS11802

/ 1000:1 (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