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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isten EVERYWHERE?

간단한 설치

TV 오디오 대기장소청각 보조 장치

리슨 에브리웨어 
무료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장소 제공자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

희망하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리슨 에브리웨어는 와이파이 솔루션의 프리미어 스트리밍으로 예배, 병원, 

레스토랑, 대학 및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슨 에브리웨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무료 앱을 통해 뛰어난 퀄리티의 오디오 

전달력을 보여줍니다.



REIMAGINE WIRELESS LISTENING

리슨 에브리웨어는 심플하며 청각 보조, 통역, 

다수의 방 또는 패널의 오디오를 낮은 예산으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슨 에브리웨어는 장소 제공자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최고의 

저지연 통신으로 하나의 서버에 약 

1,000명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nglish TV1Spanish TV2German TV3Mandarin TV4

청각 보조 통역 다양한 TV 청취 

• Houses of Worship
• Conference Centers
• Education

• Restaurants
• Sports Bars
• Student Unions

Mixer

• Houses of Worship
• Theaters
• Sports Venues

LW-100P-02 Server LW-200P-04 Server LW-200P-04 Server



맞춤형 리슨 에브리웨어 앱

리슨 에브리웨어 앱은 제공자가 전체적인 맞춤형으로 
그들만의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및 데모 시연 : http://www.listeneverywhere.com
채널, 배너 광고, 제안 및 PDF를 클릭하여 라이브 현장과 같은 경험을 보고 듣고 체험하세요.

앱을 실행시킵니다.

메뉴의“about”를 선택합니다

 “Venue scan”을 선택합니다

앱 기능 참조

배너 텍스트

배너 텍스트는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빠르고 쉽게 

삽입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지정 콘텐트

웹사이트, 이벤트 

아젠다, PDF 및 그 외의 

다양한 사용자 지정 

콘텐트.

웰컴 광고 또는 비디오

고객이 처음 앱에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장면으로  사용자가 스킵 

할 때 까지 보여지는 초를 세팅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프로모션 

배너들

광고, 쿠폰, 프로모션 또는 

스페셜 이벤트 배너를 

업로드 하여 당신의 메뉴, 

웹사이트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 라벨

채널 로고 및 그 외 

그래픽은 사용자가 손쉽게 

원하는 채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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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Demo Mode”를 작동합니다



PRODUCTS

LW-100P-02 Server

가능한 모델들 LW-100P-02

채널 수 2 mono, 1 stereo

동시 사용자 수 1,000

대기
iPhone – 40ms-120ms
Android – 40ms-120ms

오디오 커넥터 Terminal Block/RCA

전원 장치 5 VDC, 4A

전원공급방식 USA/Canada, EU, UK, AU

LW-200P Servers

가능한 모델들 LW-200P-04, LW-200P-08, LW-200P-12, LW-200P-16

채널 수
Mono: 4, 8, 12, 16
Stereo: 2, 4, 6, 8

동시 사용자 수 1,000

대기
iPhone – 40ms-120ms 
Android – 40ms-120ms

오디오 커넥터 Terminal Block

전원 장치 5 VDC, 4A

전원공급방식 USA/Canada, EU, UK, AU

 LW-100P 
Shown

LW-200P 
Shown



시스템 구성

리슨 테크놀로지스 스트리밍 와이파이 제품 라인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다양한 

적용을 손쉽게 해결합니다. 

       몇 개의 채널이 필요한가?

       제한된 시간 동안 몇 명의 동시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가? 

장소 표시 키트
사용자에게 리슨 에브리웨어가 지원됨을 알림

포함   • (100) Leave behind cards  • (2) Window Clings  • (2) Display Posters  • (2) Table Tents

*실내 아레나 또는 많은 사용자에 따른 넓은 장소 제공  시 맞춤형 솔루션은 요청에 의해 추가가능함

인포메이션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listeneverywhere@listen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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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EVERYWHERE LW-100P-02 LW-200P-04 LW-200P-08 LW-200P-12 LW-200P-16

채널 수
2 mono
1 stereo

4 mono
2 stereo

8 mono
4 stereo

12 mono
6 stereo

16 mono
8 stereo

사용자 수 1,000 1,000 1,000 1,000 1,000

오디오 커넥션
Terminal 
Block/RCA

Terminal 
Block

Terminal 
Block

Terminal 
Block

Terminal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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