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TY INSTRUCTIONS
Read all safety instruction before operating the JPA-Series.
1. Install equipment as follow conditions.

The apparatus shall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no object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all be place on the 
apparatus.       

Install at the place, not bending curved.
Do not install this apparatus in a confined space such as a book 
case or similar unit.

Locate this apparatus away from heat source, such as radiators
or other device that produce heat. 
Do not drop objects or spill liquids into the inside of the apparatus.

2. Keep in mind the following when connecting the apparatus.
Connect the apparatus after reading of O/P manuals.
Connect each connection of amplifier perfectly, if not, it maybe
Caused hum, damage, electric shock in case of mis-connecting. 
To prevent electric shock, do not open top cover.
Connect the power cord with safety after check of AC power.

This apparatus should be serviced by qualified service person.

안 전 사 항

용 도

제품을 운용하기전에 모든 안전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1. 이런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P.A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채택하여 설계된 시스템으로서 다양

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슈퍼마켓, 호텔, 교회, 병원, 스포츠

센터, 학교, 사무실등의 장소에 음원을 전달하거나 경보 방송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시 자동으로 메세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진동이나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장소.

통풍이 잘되고 물기나 습기가 많지 않은 장소.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또는 난방기구(발열체)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 

인화성 물질(화학약품)이 없는 장소.

2. 설치시 이런점을 주의하십시오.

사용설명서 시스템 연결방법을 완전히 읽으신 후에 연결해 주십시오.

각종 연결선을 완전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주전원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연결.)

불완전한 연결은 잡음, 제품의 손상 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적 충격 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뚜껑을 열지 말아주십시오. 

주 교류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기 전에 사용전압을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연결하십시오. 

제품을 수리시는 규정된 부품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하여야 함.

GENERAL USE
JPA-1120A, 1240A have been designed to ensure durable performance
and reliable operation of sound systems. 
It is best suited for call and message transmission installation with alert 
systems, music in industrial enterprises, offices, congregation halls and 
sport centers, schools, churches, hospitals, super-maket, and other similar 
occasions.

The apparatus shall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no object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all be placed on
the apparatus.
DISCONNECTING DEVICE FROM MAINS - Appliance inlet is the
disconnecting device. The inlet must remain readily operable.

이 기계(장치)는 물기에 접촉(물에 적시는 정도의 접촉)해서는 안되며 
꽃병과 같은 액체가 담겨진 물체를 기계 가까이 두는것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손쉬운 전원차단을 위하여 플러그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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