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디자인에 뛰어난 성능

뷰소닉의 VX2262wmp 56cm(22形) 와이드스크린 LCD 모니터는 성능과 스타일 

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아한 선들로 이루어진 VX2262wmp는 

완벽한 아름다움은 사무실 분위기와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의 뛰어난 

성능은 여러분의 기술적인 생활 방식에도 쉽게 녹아 듭니다. 

고화질(Super-HD) 1680×1050의 해상도, 2ms의 비디오 응답 속도, 20000:1의 

동적 명암비를 갖춘 스크린과 함께 최고의 이미지가 탄생됩니다. 

텍스트,텍스트, 인터넷 페이지, 엑셀 프로그램을 스크롤링시 정밀한 색상과 함께 맑고 

흐려짐 없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SRS WOW HD 사운드*는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 영화 및 기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원해줍니다. 

이 정교한 성능을 갖춘 56cm(22形) VX2262wmp는 디자이너, 전문 사용자, 

게이머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최신 제품입니다.

VX2262wmp
56cm(22形)와이드스크린 LCD 모니터
20000:1의 동적 명암비 지원

1680 ×1050의 해상도를 갖는 Full 56cm (22形) 와이드스크린 가시 화면 
 
고속 ClearMotiv™ 비디오 응답 속도
최대 2ms의 비디오 응답 속도는 디지털 HD 방송 품질의 
비디오 재생을 실현시켜줍니다.

동적 명암비 20000:1
더 어두운 검정색 레벨과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스크린 성능을 제공합니다.더 어두운 검정색 레벨과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스크린 성능을 제공합니다.

멋스러운 슬림형 베젤 디자인
얇은 베젤을 사용하여 컴퓨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OptiSync® 디지털/아날로그 입력 장치로 향상된 연결성
멀티모드 입력 기술은 궁극적인 호환성과 구성 유연성을 위하여 
디지털(DVI) 및 아날로그(VGA) 신호를 모두 지원합니다.

뛰어난 화면 조정성을 위한 OnView뛰어난 화면 조정성을 위한 OnView® 컨트롤
화면 조정은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한 화면 상의 메뉴를 통해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SRS WOW HD 사운드 및 고품질 스테레오 스피커

4:3으로 화면 비율 조정 및 화면 비율 및 풀 스크린 이미지 채움

Premium Windows® Vista 인증

PC 및 Mac 호환

MPR-II 및 ENERGY STARMPR-II 및 ENERGY STAR® 인증 획득

 2000회 이상 수상 기록
최고의 제품,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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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262wmp

56cm(22形) Wide Color TFT Active Matrix LCD 

1680x1050

300 cd/m2 (표준) 

1000:1 정적(표준), 20000:1(DCR)

170° (수평), 160° (수직) (CR>10) 

5ms (표준) / 2ms (G to G) 

0.282mm(가로) × 0.282mm (세로)0.282mm(가로) × 0.282mm (세로)

표면 눈부심 방지 코팅 및 경질 코팅(3H)

RGB 아날로그(75 ohms, 0.7/1.0 Vp-p)

DVI-D (TMDS, 100ohms)

분리 싱크 / 콤포지트 싱크 / SOG

수평주파수: 24~82KHz; 수직주파수: 50~75Hz

VGA에서 1680 × 1050까지(순차주사방식)

Power Mac, 1680 ×1050까지(순차주사방식)Power Mac, 1680 ×1050까지(순차주사방식)

15 핀 미니 D-sub(1개)

DVI-D (1개)

3.5 mm 오디오 라인아웃(line-out)

전원 어댑터 내장

2W (2개) (SRS WOW ™ HD)

- 5° ~ 20° 

100-240VAC; 50/60Hz (스위치)100-240VAC; 50/60Hz (스위치)

45W (표준) /47W (최대)

[1], [2], 전원, 아래[▼], 위[▲]

자동 이미지 조정, 밝기, 명암, 입력 선택(아날로그, 디지털), 

ViewMatch® 색상 조정 (sRGB, 9300K, 7500K, 6500K, 5000K, 

사용자 색상-R, G, B), 정보(해상도, 수평 주파수, 수직 주파수, 

픽셀시계, 비디오 포맷, 모델번호, 일련번호), 수동 이미지 조정

(수평 크기, 수평/수직 위치, 미세조정, 선명도, 동적 명암비, 화면 크기)(수평 크기, 수평/수직 위치, 미세조정, 선명도, 동적 명암비, 화면 크기)

 설정 메뉴(언어, 해상도 고지, OSD 위치, OSD 시간초과(Timeout), 

OSD 배경), 메모리 리콜

0°C - 40°C (32°F - 104°F)

10% ~ 90% (저장습도) 

508.7mm×440.6 mm×202.8 mm (Base 포함)

5.56 Kg

UL, cUL, FCC-B, CB, CE, ENERGY STAR, NOM, UL, cUL, FCC-B, CB, CE, ENERGY STAR, NOM, 

WEEE TUV0s, ICES-B, ISO 13406-2 & MPR-II, GOST-R+20 

original copies hygienic, SASO, PCBC, VCCI, BSMI, CCC, PSB, 

C-TICK, MIC, Green Mark, RoHS, EPEAT-Silver

VESA(100mmX100mm) 표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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