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 주의 (Caution/Warning)
1. 본서에 기재된 제품은 일반적인 전자기기(사무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가전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The products described in this data are intended to be used in general-purpose electronic equipment
(Office equipment, telecommunication equipment, measuring equipment, home appliances)
2.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고장 및 오동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영향 및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용도, 특정 용도(자동차, 항공, 우주용, 교통설비, 생명유지장치, 안전장치)에 사용하려
하거나, 의도된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폐사의 영업부서에 연락 바랍니다.
When you intend to use these products with equipment or device which require an extremely
high of reliability and special applications (such as automobile, air travel aerospace, transportation
equipment, life support, system and safety devices) in which special quality and reliability and the
failure or malfunction of products may directly jeopardize or harm the human body or damage to
property and any application other than the standard application intended,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our sales representative in advance.
3. 설계 시에 최대정격, 동작전원전압, 방열특성 등에 있어서 보증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바랍니다.
보증 범위를 초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및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 입니다.
On designing your application, please use product within the ranges guaranteed by KEC for maximum
rating, operating supply voltage range, heat radiation characteristics and other characteristics. User
shall be responsible for failure or damage when used beyond the guaranteed ranges.
4. 본서에 기재된 기술정보는 제품의 대표특성 및 응용회로사례를 기술한 것이며, 산업 재산권, 지적
재산권, 다른 권리를 허락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he technical information described in this data is limited to showing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and
applied circuit examples of the products and it does not constitute the warranting of industrial property,
the granting of relative rights, or the granting of any license.
5. 이 문서에 기술된 것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종 설계 구매 또는 사용 전 가장 최근의 제품 표준 및 규격서를 받았는지 확인 바랍니다.
What are described in the data may be changed without any prior notice to reflect new technical
development. Please confirm that you have received the latest product standards or specification
before final design, purchase or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