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화면으로 작업하면서 즐겨보십시오

Optiquest Q241wb 61cm(24形) 와이드스크린 LCD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를 위한 대형 LCD 모니터입니다. 

이이 제품은 1920 × 1200 해상도를 통해 텍스트와 그래픽을 선명하게 

재생합니다.  또한 400 cd/m2 밝기, 800:1 명암비와 고속 5ms 비디오 

응답 속도로 선명하고 번짐이 없는 비디오, 텍스트와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스크린을 통해 두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나란히 표시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가 

LCD에 통합되어 있고 VESA 벽면 장착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책상의 작업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Q241wb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전문가, 게이머 또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애호가를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Q241wb
61cm(24形) 16:10 와이드스크린 LCD, 
초고속 5ms 비디오 응답 속도

초고속 5 ms 비디오 응답 속도를 통해 매우 선명한 영상 재생 가능

높은 밝기와 명암비
400 cd/m2 밝기와 800:1 명암비로 
풍부하고 섬세한 이미지 표현 가능

1920×1200 최적 해상도
선명한 텍스트와 그래픽을 표시하는 데 적합한 뛰어난 이미지 해상도 제공.

스타일이 살아 있는 슬림 베젤 디자인스타일이 살아 있는 슬림 베젤 디자인
매우 얇은 베젤을 통해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화면 조정을 위한 OnView 컨트롤
매우 얇은 베젤을 통해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Full HD 61 cm(24形) 표시 와이드스크린
완전 평면 Full HD 61 cm(24形) 표시 와이드스크린에서 
선명하고 풍부한 컬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내장전원 공급 장치 내장

VESA 75 mm 벽면 장착 지원

PC 및 Mac 호환 가능

 

2000회 이상 수상 기록
최고의 제품,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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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1wb

61cm(24形) 컬러 TFT 액티브 매트릭스(16:10) LCD

1920 X 1200, 60Hz

400 cd/m2(표준)

800:1(표준)

수평 160°, 수직 160°(CR ≥ 10)

5ms(표준)

0.270mm(가로) X 0.270mm (세로)0.270mm(가로) X 0.270mm (세로)

표면 눈부심 방지 코팅 및 경질 코팅(3H)

RGB 아날로그(75 ohms, 0.7/1.0 Vp-p)

DVI-D(DVI-D 케이블 제외)

H/V 분리(TTL)

수평 주파수: 30-80kHz, 수직 주파수: 56-60Hz

VGA에서 최대 1920 X 1200(순차주사방식)

Power Mac, 최대 1920 X 1200(순차주사방식)Power Mac, 최대 1920 X 1200(순차주사방식)

15핀 미니 D-Sub(1개)

DVI-D(1개, DVI 케이블은 옵션임)

내장 전원 어댑터

Stereo 2W x 2

15° ~ 5°

100-240VAC, 50/60Hz

85W(표준) / 105W(최대)85W(표준) / 105W(최대)

A, M, 전원, -, +

밝기, 명암, 위상, 클록, 가로 위치, 세로 위치, 리셋, 

색 온도(사용자 색상, 6500K, 9300K, [빨강, 녹색, 파랑]),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

 네덜란드어, 중국어 번체), 기타(리턴, OSD 가로 위치, OSD 

세로 위치, OSD 지속 시간, 자동 컬러, 볼륨, 

소스[VGA, DVI], OSD 종료소스[VGA, DVI], OSD 종료

0°C - 40°C(32°F - 104°F)

20-80%(저장 습도)

570mm X 463mm X250mm(베이스 포함)

5.8kg

UL/CUL, FCC(ICES-003B 포함), CE, ISO13406-2(테스트 

보고용만 해당됨) NOM, WEEE, RoHS, S-Mark, BSMI, C-Tick, 

MIC, GOST+HyginicMIC, GOST+Hyginic

VESA(75mm X 75mm) 표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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