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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아노

새롭게 출시된 IC 메모리를 적용한 GEWA 디지털 피아노는

NAND 플래시메모리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으로 사용자가 생동감 있는

연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모든 것,

독일 GEWA의 노하우와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피아노

독일 고유 고품질 디자인

DESIGN

고해상도 그랜드 피아노 샘플링

SOUND

이태리 인조 상아 건반

TOUCH

댐퍼/스트링 레조넌스

TECH

Intelligent
   Technology



UP 260G
Series

DP 240G
Series

UP 280G / UP 280G WK
Series

SIMPLE & MODERN
DP-240G는 유니크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이는 피아노입니다.

운반이 간편한 피아노가 필요한 연주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TRADITIONAL & COMPACT
UP-260G는 업라이트 스타일의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콘서트 그랜드피아노와 같은 건반의 감도 및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TRADITIONAL & COMPACT
UP-280G는 뛰어난 연주 실력과 향상된 음향 성능을 요구하는

연주자를 위한 스타일리쉬한 업라이트 스타일의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최적화된 캐비닛을 통해 Steinway D-274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의 리얼한 사운드를 재현합니다.

Made in Germany – 건반커버가 추가된 컴팩트 하우징 디자인

최신의 DSP, 메모리 기술 탑재/Quantum2

Italy ‘FATAR’사의 88 Weighted real hammer 건반 탑재

1GB 고용량 사운드 뱅크 new 라이브러리,

 21개의 High Definition 사운드, 256 동시발음

이펙트 라이브러리/2개의 독립된 이펙트 블럭/4 Reverbs

 그 외 다양한 이펙트

메트로놈 – 음색혼합/건반분리 모드 - Class D 앰프 시스템

입/출력 : MIDI in/out , USB to host, Aux in/out, 2*headphones

규격 :1376(W) x 427(D) x 803(H), 무게 : 42.8kg

SPEC. Made in Germany – 트래디셔널 컴팩트 하우징 디자인

128x64 픽셀 매트릭스 LCD 디스플레이 탑재, 최신의 DSP,

 메모리 기술 탑재/Quantum2

Italy ‘FATAR’사의 88 Real graded hammer “concert pianist” 건반 탑재

1GB 고용량 사운드 뱅크 -256동시발음

New 라이브러리 37 사운드

이펙트 라이브러리/2개의 독립된 이펙트 블럭/4 Reverbs, 블루투스 오디오 탑재

그외 다양한 이펙트 및 앰프 시뮬레이션 – 건반분리/음색혼합/4hand 모드

2track 시퀀서 - 메트로놈 - usb audio - Class D 앰프 시스템

입/출력 : MIDI in/out, USB to host, USB to device, Aux in/out, 2*headphones

규격 :1426(W) x 420(D) x 866(H), 무게 : 54kg

SPEC. Made in Germany – 트래디셔널 컴팩트 하우징 디자인

128x64 픽셀 매트릭스 LCD 디스플레이 탑재, 최신의 DSP, 메모리 기술 탑재/Quantum2

Italy ‘FATAR’사의 88 천연목재

Real graded hammer “concert pianist” 건반 탑재(ivory touch surface)

Wooden graded hammer “concert pianist” 건반 탑재(ivory touch surface)

1GB 고용량 사운드 뱅크 -256동시발음

New 라이브러리 37 사운드

이펙트 라이브러리/2개의 독립된 이펙트 블럭/4 Reverbs, 블루투스 오디오 탑재

그외 다양한 이펙트릭 및 앰프 시뮬레이션 – 건반분리/음색혼합/4hand 모드

8track 시퀀서 - 메트로놈 - USB Audio - Class D 앰프 시스템

입/출력 : MIDI in/out , USB to host, USB to device, Aux in/out, 2*headphones

규격 :1462(W) x 420(D) x 928(H), 무게 : 59.5kg

SPEC.

Black matt Rosewood White Black matt Rosewood White Black matt White

UP 280G

UP 280G WK

Black matt

Rosewood

White

- 원목 사용

- 고강도 M8 스크류 다월을 이용한 조립

- 뛰어난 내구성(최대 하중 약 2톤)

- 벨루어 소재의 고급 시트 커버

- 의자부 면적: 52 x 30 cm

- 정밀 기계식 액션을 통해 부드러운 조작 및

    정확한 높이로 조절 가능

- 높이 조절 범위: 45 – 5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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