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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4 & LA8
Amplified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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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L-ACOUSTICS  통합 시스템 접근의 중심에서, 앰프 LA4와 LA8은 인간

환경 공학적 패키지에 최첨단 스피커 증폭, DSP, 네트워크 컨트롤, 그리고 종합

적인 시스템 프로텍션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LA4와 LA8은

모든 L-ACOUSTICS  시스템 재원이 완전히 최적화되게 해주며 최상의 트랜

스듀서와 함께 우수한 퀄리티의 오디오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 설비 모두 진보된 증폭, 시그널 프로세싱, 네트워크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통합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디지털 멀티 채널 오디오 네트워킹을 위해 사전 구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해

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강력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작동 시스

템은 정확하고 빠른 작동으로 고성능의 "실제의(hands-on)" 시스템 컨트롤을 제

공합니다.

두 개의 소형 경량 포맷으로 패키지된 LA4와 LA8 플랫폼은 같은 기본 디자인을

모방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모든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에 파워 레벨 매칭이 공급되

며, 2개의 인풋이 공급된 4채널의 고효율 증폭 섹션.

진보된 필터 알고리즘과 트랜스듀서의 최적 시스템 수행을 위한 독점적

L-DRIVE 프로텍션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DSP 섹션.

모든 L-ACOUSTICS  시스템 형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99개의 메모리에

저장된 프리셋 라이브러리.

독립형 작동모드일 때, 전면 패널에서 완전히 접근 가능한 이해하기

쉽고 인체공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대 253개의 유닛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2개의 I/O Ethernet 포트.

리모트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LA4와 LA8의 컨트롤 기능을 갖는 PC

기반 LA NETWORK MANAGER 보완용 소프트웨어 (Windows  호환가

능).

멀티채널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완성을 위한 후방 패널 플러그인

카드 슬롯.

LA4와 LA8이 갖는 독특한 특징:

LA4는 4 ohms에 최대 4 x 1000 watts 까지 수용.

LA8은 4 ohms에 최대 4 x 1800 watts 까지 수용.

스피커 아웃풋 컨넥터는 각 플랫폼에 맞도록 고유함.

각 유닛은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의 파워 요구에 맞게

설계된 프리셋 라이브러리를 수반함.

모든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은 현재 LA4와 LA8 컨트롤 플랫폼의

고유 소유권으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결국 모든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의 통합 접근 방법은 전체 상품에 걸쳐 완벽한 파워 매칭 조합을 이루는

동시에, 최고급 일레트로닉 플랫폼의 성능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로컬 또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상태 시각화, 드라이버 프로텍션, 시스템 연결, 그리고

외부 주변장치의 추가와 같은 기내탑재 특징사항은 모두 안전하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이 합리화된 접근방식은 최상의 이익과 예측가능

한 오디오 피드백과 함께 간단한 시스템 작동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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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du contrôleur amplifié

DSP

Amplification User Interf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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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독점적 알고리즘은 샘플링 레이트 96kHz에서 SHARC 32 비트의 샘플

링 포인트(부동 소수점)내에서 처리됩니다. IIR과 FIR필터를 합친 전문화된 엔

지니어링 접근 방법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명쾌한 음향을 위해 위상 곡선을

완벽히 선형화하였고 시스템 충격반응을 개선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의 두

개의 직렬 24비트 A/D 컨버터는 130dB의 혁신적인 인코딩을 산출해냅니다.

새로운 L-DRIVE 프로텍션 기능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RMS에서의 신호강화와

볼트를 이중으로 분석해줍니다. 구성막이 초과반향 구역에 다다르거나 코일

앙상블 온도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L-DRIVE는 전력조정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채널에 연결되든 전력의 양은 각 상응하는 채널

에서 조정기의 파워 핸들링 용량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다이

나믹 레인지를 유지하는 동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 리소스를 최적

화 시켜줍니다.

89개의 저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완전한 프리셋 라이브러리와 10개의 추가

유저 프리셋으로, 기술자는 모든 L-ACOUSTICS  스피커 시스템 구성을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증폭 채널은 시스템의 적정 탄력성을 제공해주는 2개의 인풋에 의해

작동됩니다. LA4와 LA8은 각각의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에 완

벽한 파워 매칭을 산출하며 2개의 특정한 파워 레인지(각 4 ohms 모드에서 4

x 1000, 4 ohms 모드에서 4 x 1800와트)를 제공합니다. 내장된 기술은 고효율

컴포넌트가 뛰어난 무게/사이즈 비율과 더불어 세련된 인간공학적 패키지로부

터 최상의 신뢰도를 주는 한편, 라이브 오디오 프로덕션에서의 광역 다이나믹 레

인지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면 패널 인터페이스는 2개의 인풋과 4개의 아웃풋 세팅의 수정을 위한 빠른

접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로터리 인코더는 유저 메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주고 LCD 디스플레이는 시스템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될 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

접근 명령어는 뮤트, 게인, 프리셋 선택, 플러스 딜레이 그리고 극 세팅 기능을

포함합니다. 메뉴에서의 탐색은 빠르고 쉽습니다. 게다가 프리셋 라이브러리가

탑재된 기준에서 기술자가 설계를 할 수 있고, 10개의 유저 로케이션 중 한 군데

에 자신만의 세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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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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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8 and KUDO.  

4 Way active mono system 
driven by a single input

Cardioïd mono subwoofer system 
driven by a single input 

LA4 and SB118. 

2 Way active stereo system 

LA8 and 115XT HiQ.

2 Channel stereo system 
for passive cabinets

LA4 and KIVA.

Hybrid stereo system for
passive and subwoofer cabinets

LA4, passive 12XT and SB118. 

LA4, ARCS and SB118. 

Hybrid mono system for
active and subwoofer cabinets

 

 

IN A

IN B

IN A

IN B

IN A

IN B

IN A

IN B

IN A

IN A

시스템 구성에 관해서는 DSP를 통한 4개의 증폭 아웃풋 채널을 구동하면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DSP 프리셋 라이브러리를 탑재한

LA4와 LA8은 음향기술자가 높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팩토리 프리셋 라이브러리는 6개의 기본 시스템 템플릿에서 기인했습니다.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프리셋 라이브러리는 2개의 LA4와 LA8 플

랫폼 사이에서 운용되며 둘의 프리셋 할당은 모델, 구성 그리고 어플리케

이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LA4 팩토리 프리셋 라이브러리는 이중 병렬 트랜스듀서 구성

에서 최대 8 ohms 모드에서 800와트까지 혹은 4 ohms 모드에서 1000

와트까지 필요로 하는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 역할을 합니

다. LA8 팩토리 프리셋 라이브러리는 이중 병렬 트랜스듀서 구성에서 최

대 8 ohms 모드에서 1100와트까지 혹은 4 ohms 모드에서 1800와트까지

필요로하는 L-ACOUSTICS  라우드스피커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스템 배열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제품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자 메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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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ET Remote Control Network

Digital Audio Network

LA NETwoRk MANAgER PC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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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chain topology Hybrid topology

Daisy chain topology

Digital Audio Network

Hybrid topology

 Network

독점적인 L-NET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용 속도 100Mbit/sec의 고속 데이

터 변환과 최대 253개의 유닛까지 수용하는 네트워크에서 각 LA4/8의 컨트롤

을 이용합니다. 데이지체인, 스타, 하이브리드와 같이 요구되는 시스템 구성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통합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멀티플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빠르고 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인프레임 PC와 컨트롤러와의 물리적 연결

은 산업표준 RJ45 컨넥터를 요하는 각 컨트롤러의 후면 패널에 있는 CAT5e 

U/FTP 케이블과 I/O Ethernet 소켓으로 운용됩니다. 특정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를 위해서 일반적인 Ethernet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LA4와 LA8 모두 옵션 L-DGA 네트워크 디지털 오디오 카드를 수용하기 위해

후면 패널에 위치하는 슬롯이 제공됩니다. 이 슬롯은 64개의 오디오 채널버스

와 컨트롤/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분 채널 한 개로 구성된 추가 디지

털 인풋 모듈의 공급을 허용합니다. 검증된 현장 신뢰도와 예측가능하며 딜레

이가 거의 없는 이 통합 기술은 모든 음향 강화 어플리케이션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L-DGA 카드는 L-NET 리모트 컨트

롤 네트워크에 관한 한 같은 타입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LA4와 LA8이 종속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L-DGA 옵션은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PC Windows  작동 시스템에서 LA4와 LA8의 네트워크 

컨트롤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합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네트워크 상태, 컨트롤러의 수량과 그룹, 그리고 네트워크 유닛의 컨트롤

과 모니터링에 관계된 모든 정보의 통합적인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게인, 뮤트, 딜레이, 양극성, 프리셋, 각각의 유닛 혹은 네트워크상에서의

레벨과 같은 파라미터용 실시간 컨트롤기능은 드롭다운 메뉴와 모든 유저

파라미터의 복합 시각화와 함께, "Tree layout" 스크린 인터페이스에서 다

루어집니다. 또한 빠르고 쉽게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의 음 조절을 할 수 있

는 독점적인 EQ 최적화 툴 곡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 NETMORK MANAGER는 오디오 시그널 경로의 종합적 시각 모니터

링과 부속 네트워크 오류의 빠른 탐색기능과 함께 시스템 대기

모드와 초기화 기능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