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매뉴얼 

www.listentech.com

설치 및 작동

LT-84 Listen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LA-141 ListenIR 확장 라디에이터



2

Dear Valued Customer,
Thank you for choosing Listen! We are dedicated to providing you with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vailable, and take pride in delivering 

outstanding performance to ensure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e independently certify each of our products to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and back them with a limited lifetime guarantee. We are 

available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during installation or 

in the operation of our products. At Listen, it’s all about you, should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we’re here to listen.

Here’s how to reach us:

+1.801.233.8992 +1.800.330.0891 North America

+1.801.233.8995 fax    support@listentech.com   www.listentech.com  

Thank you and enjoy your listening experience!

Best regards,

Russ Gentner and the Liste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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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CAT-5e 케이블 안전성:

LT-84 (Listen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CAT-5e 케이블을 LA-141 (ListenIR 확장 

라디에이터) 이외에 꽂지 마십시오. LT-84 CAT-5e 확장 출력 RJ-45 커넥션은 전용이며 이더넷 

또는 기타 모든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위반하면 LT-84, LA-141 및 기타 장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각 안전성:

The LT-84는 Listen 테크놀로지 리시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시버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높은 음량으로 오디오를 증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청각을 보호하려면 이어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착용하기 전에 볼륨을 줄인 다음 소리가 잘 

들리는 범위에서 최소 설정으로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어린이 또는 부적격한 사람이 감독없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의료 기기 안전성:

Listen 테크놀로지 리시버와 이식형 또는 기타 의료 기기를 함께 사용하기 전에 이식 기기 또는 기타 

의료 기기에 대해 의사 또는 제조업체와 상담하십시오. 의사 또는 이식 기기 제조업체가 설정한 안전 

지침에 따라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재활용 지침

재활용:

사용하신 장비를 적절하게 폐기하여 Listen 테크놀로지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제품 재활용 지침:

사용하신 Listen 테크놀로지 장비를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거나 적절한 폐기 업체에 제품을 전달해 주십시오.

배터리 재활용 지침:

배터리를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취급 매장에 가져가거나 지역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내놓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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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정보
이 장비 작동에는 FCC 자격증 또는 라디오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규정 준수 통지, FCC 및 캐나다 산업부 규정

규정 준수 통지

이 장비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장비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2) 이러한 장비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FCC 규정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이 장비는 테스트를 통해 B 종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주거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발산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 특정 설치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지는 

장비를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간섭을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 간격을 넓히십시오.

• 장비를 수신기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 또는 라디오/TV 전문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조업체의 승인없이 사용자가 장비를 변경하고 수정하면 이 장비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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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LT-84는 일체형 2 채널 적외선(IR) 송신기 및 라디에이터(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가 단일 장착 외장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LT-84 IR 라디에이터는 IR 투명 전면 패널 뒤에 위치하며 LR-4200-IR/LR-5200-IR 

리시버로 30,000피트(2787m2)의 시야 범위를 제공하거나 with LR-42/LR-44 리시버로 7,500피트(697 

m2)를 제공합니다.

LT-84는 기업 회의실, 법원, 훈련장, 교실, 극장에서 보조 청취, 오디오 설명 또는 통역 등의 고품질 오디오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오디오 입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마이크, 소비자 및 라인 레벨 입력을 수용하여 모듈형 

IR 전송에 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IR 리시버는 모듈형 IR 전송을 탐지하여 IR 신호를 다시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헤드폰에 제공합니다.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하고자 하면 LT-84를 최대 네(4)개의 LA-141 Listen IR 확장 라디에이터와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141 제품군은 24 AWG 비차폐 CAT-5e 케이블을 통해 LT-84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LT-84의 각 확장 링크 출력에 최대 두(2)개의 LA-141을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케이블 길이는 100피트(3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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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verview
The LT-84 is an all-in-one two channel infrared (IR) transmitter and radiator (Transmitter/Radiator Combo) 
packed into a single mountable enclosure. The LT-84 IR radiator is located behind the IR transparent front 
panel and provides line-of-sight coverage of 30,000 ft2 (2787 m2) with LR-4200-IR/LR-5200-IR receivers or 
7,500 ft2 (697 m2) with LR-42/LR-44 receivers.

The LT-84 is perfect for high-quality audio applications like assistive listening, audio description or 
language interpretation in corporate boardrooms, courtrooms, training rooms, classrooms, and theaters. 
Its flexible audio inputs accept microphone, consumer and line level inputs which are all mixed to the 
modulated IR transmission. IR receivers then detect the modulated IR transmission and convert the IR 
signals back into an audio signal and presents it to headphones.

For better line of sight coverage or for coverage in larger areas the LT-84 can be combined with up to 
four (4) LA-141 Listen IR Expansion Radiators. The LA-141s are connected in a daisy chain fashion to the 
LT-84 via a 24 AWG unshielded CAT-5e cable. A maximum of two (2) LA-141s can be connected to each 
expansion link output on the LT-84 with a maximum cable length of 100 ft. (30 m).

LT-84

Power

Power Supply MIC

Microphone (Electret)

Unbalanced Audio Source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RCA Phoenix
Connector

CAT-5e
(24 AWG)

Balanced Audio Source

CAT-5e CAT-5e

전원

전원 공급

마이크(일렉트릿

언밸런스 오디오 소스

밸런스 오디오 소스  

LA-141 (선택적)

LA-141 (선택적)

LA-141  

(선택적)

Phoenix  

커넥터

LA-141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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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84 ListenIR Transmitter/Radiator Combo

Package Contents
LT-84 ListenIR Transmitter/Radiator Combo
LA-210 12 VDC Universal Power Supply
Power Cord
LA-344 Mounting Hardware
(2) Phoenix Type Connectors
Quick Start Guide
LA-303 Small Room Signage Kit

LT-84 Rear View Quick Reference

This facility is equipped with a hearing assistance system. 
Please ask for a receiver.

Este establecimiento está equipado con un sistema 
de asistencia auditiva. Por favor solicite un receptor.

Cet éstablissement est équipé d’un système d’aide 
à l’audition. S’il vous plaît demandez un récepteur.

Hearing Assistance Available

Asistencia auditiva a su disposición
Aide à l’audition

LA-303 Small Room Signage Kit

Quick Start Guide

LA-84 Stationary IR Transmitter/Radiator Combo

Power Cord

LA-210 12 VDC Universal Power Supply
(2) Phoenix Type

Connectors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Flush Mounting Plate

Hex Key

Pan and Tilt
Lock Screw

Ceiling Tile
Mounting Plate

2” Extension Bars

LA-344 Mounting Hardware

Safety/Security
Cable Slot

Mic
Input

Level Control
Knob

Frequency
Selector

Amber LED
(Status Indicator)

Mic
Input

Level Control
Knob

Frequency
Selec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Power Input

Power Switch
Indicator Lights

On/Off

RCA Input
(Stereo)

Line Input

Level
Indicators

Transmission
On/Off

RCA Input
(Stereo)

Line Input

Level
Indicators

Transmission
On/Off

Green LED
(Power Indicator)

LT-84 Rear View

전원 코드

LA-210 12 VDC 범용 전원 공급
(2) Phoenix 타입커넥터

LA-344 설치 하드웨어

천장 타일 설치판

상하&기울기 고정 2”확장자

헥스 키

플러시 설치판

설치판 덮개

전체 나사 부품

상하&기울기 
1/4”x 20

마운트 어댑터

빠른 시작 안내서

LA-303 소형 공간 신호 키트

LA-84 고정 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전선

LT-84 LISTENIR TRANSMITTE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패키지 내용물

LT-84 Listen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LA-210 12 VDC 범용 전원 공급 전선

LA-344 설치 하드웨어

(2) Phoenix 타입 커넥터 빠른 시작 안내서

LA-303 소형 공간 신호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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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84 ListenIR Transmitter/Radiator Combo

Package Contents
LT-84 ListenIR Transmitter/Radiator Combo
LA-210 12 VDC Universal Power Supply
Power Cord
LA-344 Mounting Hardware
(2) Phoenix Type Connectors
Quick Start Guide
LA-303 Small Room Signage Kit

LT-84 Rear View Quick Reference

This facility is equipped with a hearing assistance system. 
Please ask for a receiver.

Este establecimiento está equipado con un sistema 
de asistencia auditiva. Por favor solicite un receptor.

Cet éstablissement est équipé d’un système d’aide 
à l’audition. S’il vous plaît demandez un récepteur.

Hearing Assistance Available

Asistencia auditiva a su disposición
Aide à l’audition

LA-303 Small Room Signage Kit

Quick Start Guide

LA-84 Stationary IR Transmitter/Radiator Combo

Power Cord

LA-210 12 VDC Universal Power Supply
(2) Phoenix Type

Connectors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Flush Mounting Plate

Hex Key

Pan and Tilt
Lock Screw

Ceiling Tile
Mounting Plate

2” Extension Bars

LA-344 Mounting Hardware

Safety/Security
Cable Slot

Mic
Input

Level Control
Knob

Frequency
Selector

Amber LED
(Status Indicator)

Mic
Input

Level Control
Knob

Frequency
Selec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Power Input

Power Switch
Indicator Lights

On/Off

RCA Input
(Stereo)

Line Input

Level
Indicators

Transmission
On/Off

RCA Input
(Stereo)

Line Input

Level
Indicators

Transmission
On/Off

Green LED
(Power Indicator)

LT-84 Rear View

LT-84 후면 보기 빠른 참조 
LT-84 후면 보기

안전성/보안성 케이블슬롯

마이크 입력

레벨 제어
손잡이

주파수 선택기 마이크 입력

레벨 제어
손잡이

주파수 선택기

앰버 LED
(상태 표시기)

확장 링크 출력 
RJ-45

녹색 LED  
(전원표시기)

송신
온/오프

레벨 표시기

라인 입력

RCA 입력  
(스테레오)

송신
온/오프

레벨 표시기

라인 입력

RCA 입력  
(스테레오)

전원 스위치 표시등 
온/오프

전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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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41 ListenIR Expansion Radiator

Package Contents
LA-141 ListenIR Expansion Radiator
(1) 25 ft. (7.6 m) CAT-5e Cable
LA-344 Mounting Hardware
Quick Start Guide

LA-141 Rear View Quick Reference

LA-141 Listen IR Transmitter/Radiator Combo

(1) 25 ft. (7.6 m) CAT-5e Cable

Quick Start Guide

LA-344 Mounting Hardware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2” Extension Bars

Ceiling Tile
Mounting Plate

Pan and Tilt
Lock Screw

Hex Key

Flush Mounting Plate

Safety/Security
Cable Slot

Indicator Lights
On/Off Channel 1

Delay
Compensation

Channel 2
Delay

Compensation

Expansion Link
In/Out RJ-45

Amber LED
(Status Indicator)

Green LED
(Power Indicator)

LA-141 Rear View

LA-141 Listen 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상하&기울기1/4”x 20

마운트 어댑터

전체 나사 부품

설치판 덮개

2”확장자

플러시 설치판

천장 타일 설치판

 상하&기울기 고정 

 나사

헥스 키

빠른 시작 안내서

LA-344 설치 하드웨어

LA-141 LISTENIR 확장 라디에이터

패키지 내용물

LA-141 ListenIR 확장 라디에이터

(1) 25 ft. (7.6 m) CAT-5e 케이블

LA-344 설치 하드웨어

빠른 시작 안내

LA-141 후면 보기 빠른 참조

LA-141 후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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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41 ListenIR Expansion Radiator

Package Contents
LA-141 ListenIR Expansion Radiator
(1) 25 ft. (7.6 m) CAT-5e Cable
LA-344 Mounting Hardware
Quick Start Guide

LA-141 Rear View Quick Reference

LA-141 Listen IR Transmitter/Radiator Combo

(1) 25 ft. (7.6 m) CAT-5e Cable

Quick Start Guide

LA-344 Mounting Hardware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2” Extension Bars

Ceiling Tile
Mounting Plate

Pan and Tilt
Lock Screw

Hex Key

Flush Mounting Plate

Safety/Security
Cable Slot

Indicator Lights
On/Off Channel 1

Delay
Compensation

Channel 2
Delay

Compensation

Expansion Link
In/Out RJ-45

Amber LED
(Status Indicator)

Green LED
(Power Indicator)

LA-141 Rear View
안전성/보안성 
케이블 슬롯

확장 링크 인/아웃 
RJ-45

앰버 LED  
(상태 표시기)

표시등
온/오프

채널 1 지연 보상 채널 2 지연 보상 녹색 LED 
(전원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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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84 및 LA-141 적용 범위
이 장비들은 전면 패널에서 적외선 광선을 방출합니다. 적외선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전형적인  교신 가능한 IR 패턴 또는 장비에서 방출되는“수신범위”를 축소한 도표입니다.

단일 채널 전송 모드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 범위는 30,000피트(2787 m2)이고 2 채널 전송 모드에서는 

적용범위가 13,000피트(1394 m2)입니다. 아래 도표를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을 평가하고 LR-4200-IR 또는 

LR-5200-IR리시버 교신 가능 범위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장비 수와 설치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PAGE 7  

LT-84 and LA-141 Coverage
The units emit a beam of infrared light from the front panel. Infrared light is not visible to the human eye. 
Below is a scaled diagram of the typical line-of-sight IR pattern or “footprint” emitted from the units.  
When using a unit in single channel transmit mode the coverage area is 30,000 ft2 (2787 m2) and in 2 
channel transmit mode the coverage area is 15,000 ft2 (1394 m2). Use the diagrams below when evaluating 
a given space to determine the number of units required and placement of those units for  
best line-of-sight coverage with an LR-4200-IR or LR-5200-IR receiver.

Figure 1: LT-84 or LA-141 Single Unit Coverage Pattern “footprint” 1 & 2 Channel Transmission

Figure 2: LT-84 and LA-141 Single Channel Coverage Pattern “footprint” from same emission point
(40%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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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T-84 또는 LA-141 단일 신호 적용 범위 패턴 “수신범위”1 & 2 채널 송신

그림 2: LT-84 및 LA-141 단일 신호 적용 범위 패턴 “수신범위”-동일 방출지점에서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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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T-84 및 LA-141 단일 채널 적용 범위 패턴 “수신범위”중첩 50피트(15.24 m) 분리

그림 4: 단일 채널 적용 범위 패턴“수신범위”동일 방출지점 15도 오프 축 각도

그림 5: 단일 채널 적용 범위 패턴 “수신범위”동일 방출 지점 30도 오프 축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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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T-84 and LA-141 Single Channel Coverage Pattern “footprint” Overlapping 50 ft. (15.24 m) apart

Figure 4: Single Channel Coverage Pattern “footprint” same emission point at an angle of 15 degrees off axis

Figure 5: Single Channel Coverage Pattern “footprint” same emission point at an angle of 30 degrees off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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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다음 단계에 따라 IR 시스템을 설계해 주십시오.

1. 사용 오디오 채널 수 결정(1또는 2개)

2. 사용 공간 규모 및 모양 결정

3. 적합한 1 또는 2 채널 적용 범위 패턴 수신범위 데이터와 공간 규모 및 모양 정보를 사용하여 공간 크기에 

수신범위를 중첩해 필요한 장비 수와 원하는 청중에게 맞는 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최고 성능 조건

• 라디에이터가 청중을 향하고 직접 교신 가능 범위일 때

• 시스템이 중첩 적용 범위를 제공할 때 (스프링클 시스템 등)

• 발코니 아래 등 사각 지역을 위해 특별 적용 범위를 제공할 때

• 상부에 설치하고 아래쪽에 있는 청중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할 때 높이  

    9 – 16피트(2.8 - 4.9 m) 및 10-30 도 각도 사이

아래 예는 설계 개념 참고용으로 실제 LT-84 적용 범위 패턴“수신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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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a System
Use the following steps when designing an IR system:

1. Determine the number of audio channels that will be used (1 or 2).
2. Determine the room size and shape.
3. Use the room size and shape information along with the appropriate 1 or 2 channel coverage 

pattern footprint to overlay the footprint on the room dimensions and determine the number of 
units required and the placement of those units to cover the desired listening audience.

Best performance is achieved:

• When radiators face and have direct line-of-sight to audience.
• When a system provides over-lapping coverage (like a sprinkling system).
• When special coverage is provided for shaded areas like under a balcony.
• When mounted above and angled down into the listening audience 

     9 – 16 ft. (2.8 - 4.9 m) high and at an angle between 10 and 30 degrees.

Examples below are provided for design concept only and do not represent the actual LT-84 coverage pattern “footprint”.

Direct Line-Of-Sight Coverage

Over-Lapping Coverage Shaded Balcony Area

직접 교신 가능 범위

중첩 적용 범위 발코니 사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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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설치 하드웨어 지침

LT-84 & LA-141 범용 설치 하드웨어 키트

범용 설치 키트는 LT-84 및 LA-141 장착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키트에는 평면 벽 

또는 천장에 설치하거나 천장 격자 T 막대 또는 연결 장비를 함께 연결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하드웨어 부품

나사 설치 소켓 ¼” x 20 (6mm x 1.0 스레드)

LT-84/LA-141에는 ¼” x 20 스레드((6mm x 1.0 스레드) 구멍이 외함 아래와 위에 있습니다. 이 나사 

구멍은 장비를 제공된 범용 설치 키트 또는 ¼”x 20 스레드 (6mm x 1.0 스레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제공 

설치 장치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도표에서 제공된 범용 키트를 사용해 천장 및 벽면에 장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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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Mounting Hardware Instructions

LT-84 & LA-141 Universal Mounting Hardware Kit
A universal mounting kit is supplied to simplify the mounting process for the LT-84 and LA-141. This kit
contains the components for mounting to a flat surface wall or ceiling, attaching to a drop ceiling grid
T bar or connecting units together. Please refer to the diagram below.

Mounting Hardware Pieces

Threaded Mounting Socket ¼” x 20 (6mm x 1.0 thread)
The LT-84/LA-141 have a ¼” x 20 thread (6mm x 1.0 thread) hole located in the bottom and top of the 
enclosure. This threaded hole is used to attach the units to the provided universal mounting kit or to any 
user provided mounting device using a ¼” x 20 thread (6mm x 1.0 thread). Refer to the diagrams below of 
ceiling and wall mounting using the universal kit provided.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2” Extension Bars

Ceiling Tile
Mounting Plate

Pan and Tilt
Lock Screw

Hex Key

Flush Mounting Plate

1/4” x 20 Thread Mounting Hole
Top and Bottom

1/4” x 20 스레드 설치 구멍 상부 및 바닥

PAGE 10  

Flexible Mounting Hardware Instructions

LT-84 & LA-141 Universal Mounting Hardware Kit
A universal mounting kit is supplied to simplify the mounting process for the LT-84 and LA-141. This kit
contains the components for mounting to a flat surface wall or ceiling, attaching to a drop ceiling grid
T bar or connecting units together. Please refer to the diagram below.

Mounting Hardware Pieces

Threaded Mounting Socket ¼” x 20 (6mm x 1.0 thread)
The LT-84/LA-141 have a ¼” x 20 thread (6mm x 1.0 thread) hole located in the bottom and top of the 
enclosure. This threaded hole is used to attach the units to the provided universal mounting kit or to any 
user provided mounting device using a ¼” x 20 thread (6mm x 1.0 thread). Refer to the diagrams below of 
ceiling and wall mounting using the universal kit provided.

Pan & Tilt
1/4” x 20 Mount Adaptor

All Thread Piece

Mounting Plate Cover

2” Extension Bars

Ceiling Tile
Mounting Plate

Pan and Tilt
Lock Screw

Hex Key

Flush Mounting Plate

1/4” x 20 Thread Mounting Hole
Top and Bottom

상하&기울기

1/4” x 20 마운트 어댑터

전체 나사 부품

설치판 덮개

플러시 설치판

2” 확장자

헥스 키

상하&기울기 고정 

나사

천장 타일 설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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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설치 예

천장 설치 예

마운트 링크로 두개 장비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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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urface Mounting Example

Ceiling Surface Mounting Example

Mounting Two Units with Linking Mount Example

Wall Mount

Ceiling Mount

Linking Mount

or

Solid ceiling surface or T bar mounting

천장 설치

단단한 천장면 또는 T 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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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urface Mounting Example

Ceiling Surface Mounting Example

Mounting Two Units with Linking Mount Example

Wall Mount

Ceiling Mount

Linking Mount

or

Solid ceiling surface or T bar mounting

또는

마운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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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urface Mounting Example

Ceiling Surface Mounting Example

Mounting Two Units with Linking Mount Example

Wall Mount

Ceiling Mount

Linking Mount

or

Solid ceiling surface or T bar mounting

벽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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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 및 제어
LT-84는 2개 채널 IR 송신기/라디에이터입니다. 별도의 입력 및 제어 섹션이 LT-84 후면 패널에 있어 두

(2)개의 채널 송신을 보조합니다. 아래 도표에서 별도의 채널 제어 영역, 전원 입력, 확장 링크 출력RJ-45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전원 어댑터 연결

LT-84 동력은 12 VDC 4A 범용 전원 스위치로 공급됩니다. 아래 도표는 전원과 관련 전원 스위치 연결을 

설명합니다.

1. 제공된 전원 어댑터는 100- 240 VAC, 50/60Hz의 AC 전원에 사용가능한 인라인 범용 스위치 전원 

공급장치입니다. 라인 코드 및 DC 전원 케이블의 전체 길이는 10피트(3m)입니다. LT-84가 가장 가까운 AC 

콘센트로부터10피트(3m) 이상 떨어진 경우 전원 연장을 위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2. 전원 스위치 온/오프 제어는 전원 입력 커넥터 오른쪽에 있는 3 위치 스위치로 합니다.

a. 장치“상단”위치가 온이 되고 표시등이 활성화됩니다.

b. 장치“중간”위치가 온이 되고 표시등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c. 장치“하단”위치 LT-84 및 LA-141는 오프입니다.

PAGE 12  

Interconnection and Control
The LT-84 is a two (2) channel IR Transmitter/Radiator. Separate input and control sections are located on 
the rear panel of the LT-84 to accommodate the two (2) channel transmission. Refer to the diagram below 
for location of these two separate channel control areas, power input, and expansion link output RJ-45s.

Connection of the external power adaptor
Power for the LT-84 is provided by a 12 VDC 4A universal switching power supply. The diagram below 
highlights the connection point for power and the associated power switch.

1. The supplied power adaptor is an in line universal switching power supply that can be used with an 
AC power source from 100 – 240 VAC, 50/60Hz. The overall length of the line cord and DC power cable 
is 10 ft. (3 m). Note that if the LT-84 is located further than 10 ft. (3 m) from the nearest AC outlet, 
provisions will need to be made for extending the power.

2. The Power Switch ON/OFF control is a three (3) position switch located to the right of the power input 
connector.

a. In the “top” position the unit is turned ON and the indicator lights are active.
b. In the “middle” position the unit is turned ON and the indicator lights are NOT active.
c. In the “bottom” position the LT-84 and LA-141 are OFF.

 

    
  

   

   
   
   

Power Input
Expansion Link

Output RJ-45

Connections and Setup
Channel 1

Connections and Setup
Channel 2

Power Switch
Indicator On/Off

Power Input
Barrel Connector

전원 스위치

표시기 온/오프

전원 입력 배럴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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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put
Expansion Link

Output RJ-45

Connections and Setup
Channel 1

Connections and Setup
Channel 2

Power Switch
Indicator On/Off

Power Input
Barrel Connector

마운트 연결
RJ-45

전원 입력

채널 1 연결 및 설정 채널 2 연결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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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오디오 소스 연결

각 채널에는 3개 오디오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각 채널의 상호연결 및 제어는 동일하므로 참고로 채널 1

만의 상호연결 및 제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오디오 소스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1. 채널 상호연결의 왼쪽은 3.5mm 팁 슬리브 콘덴서 마이크 레벨 입력단자로 5 VDC 바이어스 공급을 사용하는 

-30dBu 공칭 마이크 레벨 입력입니다. Listen의 모든 마이크는 이 입력단자에 연결 가능합니다. 마이크 입력 

단자사용 시 3.5mm 연장 케이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RCA 언밸런스 스테레오 오디오 입력은 두개의 포노 커넥터로 제공됩니다. 이것들은 -10dBu 공칭  

레벨의 언밸런스 입력 단자이며 입력은 합쳐집니다.

3. 밸런스 오디오 입력은 피닉스 타입 3개 핀 커넥터로 제공됩니다. +4dBu 공칭 레벨 밸런스 입력입니다.

4. 밸런스 입력 단자 오른쪽에는 오디오 입력 레벨 조정 제어가 있습니다. 이 제어장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오디오 레벨을 높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오디오 레벨을 낮춥니다. 공장 출고시 이 조정은 반시계 

방향으로전면 설정됩니다.

5. 레벨 조정 오른쪽에 있는 적색 및 녹색 LED를 사용하여 적절한 레벨 조정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소스연결 상태에서 녹색 LED가 안정적으로 켜질 때까지 오디오 레벨 조정을 위/아래로 조정하십시오. 빨간색 

LED는오디오의 피크와 함께 때때로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주의: LT-84는 15분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확장 링크 출력 RJ-45의 녹색 

LED ( 전원 표시기)가 천천히 깜박이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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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of External Audio Sources
Each channel has the option for three (3) audio connections. The interconnection and control of each 
channel is identical. We will refer to the interconnection and control of channel 1 only. Refer to the 
diagram below for connection of audio sources.

View of Channel 1 audio interconnections and control

1. The left side of the channel interconnection is a 3.5mm tip sleeve condenser microphone level 
input. This is a -30 dBu nominal microphone level input with a 5 VDC bias supply. Any of Listen’s 
microphones may be connected to this input. Note that a 3.5mm extension cable will most likely 
be required when using the microphone input.

2. RCA unbalanced stereo audio input is provided through two phono connectors. These are a -10 
dBu nominal level unbalanced input and the two inputs are summed together.

3. A balanced audio input is provided through the three (3) pin Phoenix type connector. This is a +4 
dBu nominal level balanced input.

4. To the right of the balanced input is the audio input level adjustment control. This control rotates 
clockwise to increase the audio level, counter clockwise to decrease the audio level. From the 
factory this adjustment is set fully counter-clockwise.

5. A red and green LED located to the right of the level adjustment is used to determine the proper 
level adjustment. With a typical audio source connected adjust the audio level adjustment up or 
down until the green LED is solid green and the red LED flickers red occasionally with peaks in the 
audio.

Note: LT-84 will enter Power Save Mode after 15 minutes of no audio. This state is indicated by the Green
LED (Power indicator) on the expansion link output RJ-45 flashing slowly.

Mic
Input

Level Control
Knob

RCA Input
(Stereo)

Line Input

Level
Indicators

마이크 입력

RCA입력 (스테레오) 레벨 표시기

라인 입력

채널1 보기 오디오 1 상호연결 및 제어

레벨제어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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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주파수 선택/제어

LT-84는 사용자가 채널 입력에 연결된 오디오 송신에 사용할 IR 전송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송 

주파수 대역은 2.3MHz, 2.8MHz, 3.3MHz, 3.8MHz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IR 전송 주파수 대역 선택 및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1. 채널 상호연결 및 제어 오른쪽에 있는 것이 IR 주파수 선택이며 네(4)개의 위치 회전 선택 스위치로 

되어있습니다. 스위치를 반시계 방향 끝까지 돌리면 IR 주파수는 2.3MHz. 2번 위치는 2.8MHz, 3번 위치는  

3.3 MHz, 4번 위치는 3.8MHz으로 설정됩니다.

2. IR 송신 온/오프 스위치는 해당 채널을 위한 IR 신호 송신 활성화에 사용됩니다.“업”위치에서 IR 

신호는활성화되고 “다운” 위치에 두면 이 채널의 IR 신호는 비활성화됩니다.

주의: 두 채널이 모두 활성화되어 동일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으면 LT-84는 오류 상태를 표시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절전 모드는 녹색 전원 표시기 LED가 천천히 깜박이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오류 모드는 적색 레벨 

표시기 LED에 4번의 빠른 깜박임으로 표시된 후 2초간 꺼졌다가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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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Frequency Selection/Control
The LT-84 provides the ability for the user to select the IR carrier frequency to be used for transmission 
of the audio connected to the channel input. The carrier frequencies are at 2.3MHz, 2.8MHz, 3.3MHz, and 
3.8MHz. Refer to the diagram below for selection and control of the IR carrier.

1.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channel interconnection and control is the IR frequency selection. This 
is a four (4) position rotary selection switch. With the switch rotated to the counter clockwise stop, the 
IR frequency is set to 2.3MHz. Position 2 is 2.8MHz, position 3 is 3.3 MHz, and position 4 is 3.8MHz.

2. The IR Transmission On/Off switch is used to activate the IR signal transmission for this channel. In the 
“up” position the IR signal is active. In the “down” position the IR signal for this channel is NOT active.

Note: If both channels are active and set to the same frequency the LT-84 will indicate an error state and 
enter Power Save Mode. Power save mode is indicated by the Green Power Indicator LEDs flashing slowly. 
The error mode is indicated by 4 quick flashes on the Red Level Indicator LEDs and then turning off for 2 
seconds, repeated until the error is resolved.

IR Frequency
Selection

IR Transmission
On/Off ControlIR 주파수 선택 IR 송신

온/오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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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IR Expansion Link RJ-45 Connections
The coverage area of the LT-84 can be extended by adding up to four (4) LA-141 Expansion Radiators.
A maximum of two (2) LA-141s can be connected to each Expansion Link output RJ-45 on the LT-84 with a
maximum daisy chained CAT-5e cable length of 100 ft. (30.5 m). CAT-5e cable must be at least 24 AWG!
Refer to the diagram below.

       Set Delay Compensation. For a single channel
application, set both Channel 1 and 2 Delay 
Compensation switches to the same setting. For a 
two channel application, set Delay Compensation
switches channel 1 and 2 independently. Pick
appropriate frequency row then move over to
the overall cable distance from the LT-84 to the
LA-141 being set, this is the switch setting.

 
 
 

          

Amber LED
(Status Indica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Green LED
(Power Indicator)

CAT-5e
(24 AWG)

CAT-5eCAT-5e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T-84

LT-84

Cable Length

1.3 MHz
2.8 MHz
3.3 MHz
3.8 MHz

1 to 9 ft.
0.3 to 2.8 m

0
3
3
2

10 to 19 ft.
3 to 5.8 m

3
3
3
2

20 to 29 ft.
6 to 8.8 m

3
3
2
2

30 to 39 ft.
9.1 to 11.9 m

3
3
2
2

40 to 49 ft.
12.2 to 14.9 m

3
3
2
2

Cable Length

1.3 MHz
2.8 MHz
3.3 MHz
3.8 MHz

50 to 59 ft.
15.2 to 18 m

3
2
2
1

60 to 69 ft.
18.3 to 21 m

3
2
2
1

70 to 79 ft.
21.3 to 24 m

3
2
1
1

80 to 89 ft.
24.4 to 27.1m

3
2
1
1

90 to 100 ft.
27.4 to 30.5

3
2
1
0

Delay Compensation Switch Setting

2.3

2.3

 지연 보상 설정. 신호 채널 적용을 

위해 채널 1과 2 지연보상 스위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십시오. 두 채널 적용을 

위해 채널 1과 2 지연보상 스위치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십시오.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하고 LT-84에서 설정된 LA-141

로 전체 케이블 길이로 이동하면 스위치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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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 LED
(Status Indica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Green LED
(Power Indicator)

CAT-5e
(24 AWG)

CAT-5eCAT-5e

LA-141
(Optional)

LA-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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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41
(Optional)

LA-141
(Optional)

LT-84

LT-84

Cable Length

1.3 MHz
2.8 MHz
3.3 MHz
3.8 MHz

1 to 9 ft.
0.3 to 2.8 m

0
3
3
2

10 to 19 ft.
3 to 5.8 m

3
3
3
2

20 to 29 ft.
6 to 8.8 m

3
3
2
2

30 to 39 ft.
9.1 to 11.9 m

3
3
2
2

40 to 49 ft.
12.2 to 14.9 m

3
3
2
2

Cable Length

1.3 MHz
2.8 MHz
3.3 MHz
3.8 MHz

50 to 59 ft.
15.2 to 18 m

3
2
2
1

60 to 69 ft.
18.3 to 21 m

3
2
2
1

70 to 79 ft.
21.3 to 24 m

3
2
1
1

80 to 89 ft.
24.4 to 27.1m

3
2
1
1

90 to 100 ft.
27.4 to 30.5

3
2
1
0

Delay Compensation Switch Setting

2.3

2.3

0.3 to 2.8 m
1 to 9 ft.

케이블 길이

케이블 길이

3 to 5.8 m
10 to 19 ft.

6 to 8.8 m
20 to 29 ft.

9.1 to 11.9 m
30 to 39 ft.

12.2 to 14.9 m
40 to 49 ft.

27.4 to 30.5 m
90 to 100 ft.

24.4 to 27.1 m
80 to 89 ft.

21.3 to 24 m
70 to 79 ft.

18.3 to 21 m
60 to 69 ft.

15.2 to 18 m
50 to 59 ft.

앰버 LED  

(상태 표시기) 

녹색 LED (전원 표시기)

LA-141 (선택적)

LA-141 (선택적) LA-141 (선택적)

지연 보상 스위치 설정

LA-141 (선택적)

확장 링크 출력

RJ-45

ListenIR 확장 링크 RJ-45 연결

LT-84 적용 범위는 최대 네(4)개의 LA-141 확장 라디에이터를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LT-84의 각 확장 링크 출력 RJ-45에 최대 두(2)개의 LA-141을 길이가 100피트(30.5m)인 최대 확장 데이지 

체인 CAT-5e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CAT-5e 케이블은 24 AWG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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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입력 레벨 표시기 채널 1과 채널 2:

녹색 LED 오프 및 적색 LED 오프 – 오디오 낮거나 없음, 

전원 스위치 꺼짐 또는 표시등 오프 위치 

녹색 LED 안정 및 적색 Red LED 점멸 – 오디오가 있고

입력에 적절하게 조정됨

녹색 LED 오프 및 적색 LED Ch1 및 Ch2 빠르게 4회 깜빡이고 

2초 오프 상태 반복 – 주파수 선택기가 동일한 주파수로 

설정되었고 

송신 스위치가 두 채널에서 활성화(오류 상태)

LT-84 RJ-45 녹색 및 앰버 LED 표시기:

녹색 LED 오프 – 전원 스위치 오프 또는 표시등 오프 위치,

전원 공급 불량 또는 AC 파워 콘센트에 연결 안됨

녹색 LED 안정 – 장비에 전원 공급

녹색 LED 점멸 – 장비 절전 모드 돌입 

앰버 LED 오프 – 전송 안되거나 IR LED에 문제

앰버 LED 안정 – 전송 되고 장비가 IR 활발하게 송신 중

LA-141 RJ-45 녹색 및 앰버 LED 표시기:

녹색 LED 오프 – LT-84 전원 스위치 오프, LT-84 절전 모드 

돌입, LA-141 표시등 스위치 오프 위치, CAT-5e 케이블 불량 

또는 케이블이 너무 길다

녹색 LED 안정 – 장비에 전원 공급

앰버 LED 오프 – 전송 안됨, CAT-5e 케이블 불량 또는 

케이블이 너무 김, IR LED에 문제

앰버 LED 안정 – 전송 되고 장비가 활발하게 IR 송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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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Lights

Input Level indicators Channel 1 and Channel 2:
Green LED Off and Red LED Off – Low or no audio present, power 
switch is off or in the indicator lights off position

Green LED solid and Red LED flashing – Audio is present and 
adjusted properly on the input

Green LED Off and Red LED Ch1 and Ch2 flashing quickly 4 times 
with a 2 second off state, repeated – Frequency selectors are set 
to the same frequency and transmission switch is active on both 
channels (error state)

LT-84 RJ-45 Green and Amber LED Indicators:
Green LED OFF – Power switch is Off or in the indicator lights Off 
position, bad power supply or not connect to AC power outlet

Green LED solid – Power is applied to the unit

Green LED flashing – Unit has entered Power Save Mode

Amber LED Off – No Carrier present or problem with IR LEDs

Amber LED solid – Carrier is present and unit is actively 
transmitting IR

LA-141 RJ-45 Green and Amber LED Indicators:
Green LED OFF – LT-84 power switch is Off, LT-84 has entered 
Power Save Mode, LA-141 indicator lights switch in Off position, 
bad CAT-5e cable or cable is too long

Green LED solid – Power is applied to the unit

Amber LED Off – No Carrier present, bad CAT-5e cable or cable is 
too long, problem with IR LEDs

Amber LED solid – Carrier is present and unit is actively 
transmitting IR

Level
Indicators

Amber LED
(Status Indica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Green LED
(Power Indicator)

Expansion Link
Output RJ-45

Amber LED
(Status Indicator)

Green LED
(Power Indicator)

레벨 표시기

앰버 LED  

(상태 표시기)

확장 링크 출력
RJ-45

녹색 LED  

(전원 표시기) 

확장 링크 출력 

RJ-45

앰버 LED  

(상태 표시기) 

녹색 LED  

(전원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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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84 녹색 LED “전원 표시기”가 켜지지 않음:

• 전원이 LT-84에 연결되고 AC 콘센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 전기 콘센트가 켜져 있는지, 또는 전원 스트립을 사용 시 켜져 있는지 확인하기

• 전원 스위치가 표시기 조명 “온” 위치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The LT-84’s Ch1 or Ch2 Audio “level Indicators” do not light:

• LT-84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 전원 스위치가 표시등 “온” 위치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오디오 소스가 활성화되고 오디오 입력에 오디오가 있는지 확인하기

• 오디오 입력이 제대로 연결되고 레벨 제어 손잡이가 시계방향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리시버에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음

• 15분 동안 활성 오디오가 없어서 LT-84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오디오 소스가 재생 중이고 LT-84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녹색 레벨 표시기가 녹색이고 적색 레벨 표시기가 오디오 피크 때 점멸하는지 확인하기

• 리시버가 LT-84와 동일한 채널/주파수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 LT-84가 IR 라이트를 전송하고 있으며 IR 라이트가 장애물로 차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일부 리시버는 작동하는데 다른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 및/또는 이어폰을 점검하기

리시버 오디오가 약하고 소음이 있음:

• 녹색 레벨 표시기가 녹색으로 켜져 있고 적색 레벨 표시기가 오디오 피크와 함께 때때로   

  빨간색으로깜박이는지 확인하기

• LA-141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전원 및 상태 표시기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기

• LT-84 및 LA-141의 IR 라이트가 청취자를 향해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리시버가 LT-84 및 LA-141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모든 장치가 IR 라이트를 전송하고 있으며 IR 라이트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 LA-141을 더 추가하여 전체 적용 범위 확대하기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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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84 사양

LT-84 고정 IR 송신기/라디에이터 콤보

전원 전원 공급 유형 인라인 스위치 공급, Listen 부품 번호 LA-210

전원 공급 입력 100-240 VAC, 50-60 Hz

전원 공급 출력 12 VDC, 4A, 48W, 센터 포지티브, 2.5mm ID 배럴 커넥터

전원 전선 북미 B 유형 (LT-84-01), 아시아 및 영국 G 유형 (LT-84-02), 유럽 J 유형 (LT-84-03)

RF 주파수 대역 2.3 MHz, 2.8 MHz, 3.3 MHz, 3.8 MHz, 선택 가능

채널 수 두(2)개 채널

변조 FM 대역폭, ±50kHz 최대편차, 50 μS 프리-엠파시스

IR 파워 1.49 W

적용 범위 규모
30,000피트2 (2787 m2)-단일 채널 LR-4200-IR/LR-5200-IR 리시버의 경우, 또는 7,500피트
2 (697 m2)-LR-42/LR-44 리시버의 경우.

확장 링크 출력
두(2)개의 RJ-45 커넥터, CAT-5e 케이블 24 AWG, 100 ft. 최대 케이블 길이, 출력당 두(2)개의 
LA-141 커넥터

절전 모드 15분 간 오디오 없을 때 전송 정지

Controls Power Switch - 표시등 온/오프 세(3) 위치 스위치- 전원 오프, 전원 온-표시등 오프, 전원 온- 표시등 ON

레벨 제어 손잡이 오디오 테이퍼 회전 포텐셔미터, 반시계 방향 입력 믹스 레벨 감소, 시계 방향 입력 믹스 레벨 증가

주파수 선택기 네(4)개 위치 회전 스위치 (2.3 MHz, 2.8 MHz, 3.3 MHz, 3.8 MHz)

송신 온/오프 두(2)개 위치 스위치 (송신 오프, 송신 온)

표시기 전원 공급 LED 녹색 LED 온-인라인 전원 공급은 AC 전원 공급 표시

오디오 레벨 표시기 녹색 LED-오디오 있음 표시, 적색 LED-오디오 피크 표시

녹색 LED - 전원 표시기 RJ-45 Solid 녹색-장비에 전원 공급 표시, 점멸- 장비 절전 모드 돌입 표시

앰버 LED - 상태 표시기 RJ-45 안정적인 앰버는 전송 되고 IR이 송신됨을 표시

오디오 마이크 입력
3.5 mm (0.14in.) 팁/슬리브 커넥터, -30 dBu 공칭 입력, +14 dB 헤드룸, 임피던스4.4k Ohms, 5 
VDC 바이어스 공급

라인 입력
스테레오/모노 입력. 두(2)개의 RCA 포노 커넥터, 언밸런스, -10 dBu 공칭 입력, +14 dB 헤드룸, 
임피던스10k

라인 입력 모노 입력. 피닉스 타입 커넥터, 밸런스, + 4 dBu 공칭 입력, +14 dB 헤드룸, 임피던스100k

주파수 반응
20 Hz - 20 kHz (+/- 1 dB) 라인 입력
63 Hz - 15 kHz (+/- 3 dB) 시스템 사양 (LR-44와 무선 엔드투엔드)

총고조파 왜곡
<0.1% (THD) 라인 입력
<2% (THD) 시스템 사양 (LR-44와 무선 엔드투엔드)

신호 대 잡음비
>70 dB (SNR) 라인 입력
>60 dB (SNR) 시스템 사양 (LR-44와 무선 엔드투엔드)

실물 색상 블랙

크기 (H x W xD) 1.5 x 10.7 x 4.1 in. (3.81 x 27.2 x 10.5 cm)

중량 0.8 lbs. (0.4 kg)

전원 공급을 포함한 장비 중량 1.4 lbs. (0.7 kg)

출고 중량 3.4 lbs. (1.54 kg)

사용 환경 조작 온도 14 °F (-10 °C) to +104 °F (40 °C)

보관 온도 -4 °F (-20 °C) to +122 °F (50 °C)

상대 습도 상대습도: 0 - 95%, 비응결 유지

규정 준수 표준 FCC 15조, 캐나다 산업부, CE, RoHS, WEEE, CUL,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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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41 사양

LA-141 Listen IR 확장 라디에이터

전원 전원 공급 12 VDC, LT-84 확장 링크 출력RJ-45으로 공급

유입 전류
600 mA/ LA-141, 각 LT-84 확장 링크 출력에 CAT-5e 케이블 24 AWG으로 최대 두(2)개의 
LA-141 데이지 체인

RF 주파수 대역 2.3 MHz, 2.8 MHz, 3.3 MHz, 3.8 MHz

채널 수 두(2)개의 채널

변조 FM 대역폭, ±50kHz 최대편차, 50 μS 프리-엠파시스

IR 파워 1.49 W

적용 범위 규모
30,000 ft2 (2787m2)-단일 채널 LR-4200-IR/LR-5200-IR 리시버의 경우, 또는 7,500 ft2 
(697m2) LR-42/LR-44 리시버의 경우.

확장 링크 인/아웃 두(2)개의 RJ-45 커넥터, CAT-5e 케이블 24 AWG, 최대 케이블 길이 100피트인 데이지 체인

절전 모드 15분 간 오디오 없을 때 전송 정지

제어 표시등 온/오프 스위치 두(2)개 위치 스위치 - 표시등 오프, 표시등 온

표시기 녹색 LED - 전원 표시기 RJ-45 안정적인 녹색은 장비에 전원 공급 표시

앰버 LED - 상태 표시기 RJ-45 안정적인 앰버는 전송이 있고 IR 송신 중임을 표시

실물 색상 블랙

크기 (H x W xD) 1.5 x 10.7 x 3.9 in. (3.81 x 27.2 x 10.5 cm)

중량 0.6 lbs. (0.28 kg)

출고 중량 3.0 lbs. (1.4 kg)

사용 환경 조작 온도 14 °F (-10 °C) to +104 °F (40 °C)

보관 온도 -4 °F (-20 °C) to +122 °F (50 °C)

상대 습도 상대습도: 0- 95%, 비응결 유지

규정 준수 표준 FCC 15조, 캐나다 산업부, CE, RoHS, WEEE, CUL,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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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정보
Listen 테크놀로지 주식회사(Listen)는 자사의 송신기 및 리시버(LT-82, LT-700, LT-800, LT-803, 

LR-100, LR-42, LR-44, LR-200, LR-300, LR-400, LR-500, LR-4200, LR-5200)를 구입한 

날로부터 정상적인 사용 및 제품의 유효 수명 조건하에서 제조 및 재료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Listen IR 라디에이터(LA-140, LT-84, LA-141)는 구매일로부터 3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및 조건하에서 

제작 및 재료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Listen은 자사의 Digital IR 제품(T8, T16, RAD25, R8, R32)이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및 

조건하에서 제작 및 재료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Listen 은 자사의 소음 상쇄 마이크(LA-270)가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및 조건하에서 제조 및 

재료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Listen은 자사의 충전/휴대용 케이스(LA-306, LA-311, LA-313, LA-317, LA-318, LA-319, LA-

320, LA-321, LA-322, LA-323, LA-324, LA-325, LA-380, LA-381)가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및 조건하에서 제조 및 재료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그외 모든 제품과 부속품은 구매일로부터 90일 동안 보증합니다

이 보증은 제품의 원래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며 양도되지 않습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카드를반납하는 경우에만 보증이 유효합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거나 공장 인증 서비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이 아닌 한 제품의 정상적인 마모 및 파손 또는 

기타 실물손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isten은 장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 파생된 

손해에 대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isten은 판매 장비의 사용 방식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Listen은 그러한 장비의 

사용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증을 포함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장비의 상업성 또는 

사용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부인하고 무효화합니다. 보증 기간은 유타주 법의 관할을 받습니다.

구입 후 90일 이내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새 장비로 교환해 드립니다. 90일 후에, Listen은 자체 재량에 따라 

송신기 및 리시버를 새 장치 또는 유사한 유형 및 상태의 장비로 수리하거나 교환합니다.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일정 요금에 따라 유사한 유형 및 상태의 장치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sten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의 제한 보증, 가격, 사양은 통지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문의
기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Listen에 문의해 주십시오. Listen 제품을 반품하기 전에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배송 중에 제품이 손상된 경우 운송업체에 문의한 후 운송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교체 또는 수리 비용에 대해 

Listen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Listen 본사는 미국 유타주 블러프데일에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산악표준시)에 

영업합니다.

u changed this part

© 2017 Listen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모든 판권 소유

특허 기술 (pat. 9,712,246)

소유하신 Listen 제품의 사용, 조정, 프로그래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listentech.com/support-manuals 또는 전화 +1.801.233.8992, 1.800.330.0891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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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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