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201 60 24 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202 24 12 실비 〃

10203 24 12 34,400     1 range 기준 〃

10204 36 12 실비 〃

10205 36 12 실비 〃

10206 24 12 68,000     
1) 1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 mm 마다 20 % 추가

〃

10207 - 24 10,000     1 면 기준 〃

10208 36 24 168,500   〃

10209 24 12 20,400     
1) 100 mm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50 % 추가

〃

10210 12 12 실비 〃

10211 - 12 1,700       1 개 기준 〃

10212 12 12 실비 〃

10213 24 12 13,000     스냅 게이지(Snap gauges) 동일 적용 〃

10214 36 24 실비 〃

10215 36 24 실비 〃

10216 24 12 〃

1 30,700     
1) 1 00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2 121,400   
1) 30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10217 24 24 실비 〃

10218 36 24 〃

거리 측정기;
전기식/레이저/초음파 측정기
(Distance meters;
electrooptic/laser/ultrasonic)

닥터 블레이드
(Doctor blades)

게이지 블록 비교기
(Gauge block comparators)

변위계 교정기
(Extensometer calibrators)

기계/전기식 콤퍼레이터
(Electrical/mechanical comparators)

볼; 강구, 표준구 등
(Balls)

링 게이지 비교기
(Ring gauge comparators)

다이얼/실린더 게이지 시험기
(Dial/cylinder gauge testers)

게이지 블록, 비교교정
(Gage Blocks, by comparison)

틈새 게이지
(Filler gauges)

필름 어플리케이터
(Film applicators)

갭 게이지
(Gap gauges)

엔드바, 마이크로미터 기준봉
(End bars)

길이 변위계, LVDT
(Extensometers, linear displacement
transducers)

선 표준
(Line standard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2. 선형치수(Linear dimension)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레이저 측장기
(Laser interferometers)

높이 게이지
(Height gauges)

높이 측정기
(Linear height masters or
height measuring machines)

게이지 블록, 절대교정
(Gage blocks, by interferometry)

높이 게이지/측정기
(Height gauges/measur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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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218 1 20,4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2 실비 〃

10219 24 24 〃

1 60,100     〃

2 66,300     〃

3 80,900     〃

4 121,400   〃

10220 24 24 실비
만능 측장기(Universal measuring M/C),
Gear Tester, 측장기(Measuring machines)
동일 적용

〃

10221 36 24 80,900     
1) 300 mm 이하 기준
2) 300 mm 초과시 20 % 추가

〃

10222 24 24 28,600     
1) 1 range 기준
2) 유량식, 배압식, 진공식 동일 적용

〃

10223 12 12 35,500     1 range 기준 〃

10224 36 24 〃

1
공통적용:
1) 5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20 % 추가

〃

1 66,300     〃

2 80,900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2 40,100     
1) 300 mm 이하 기준
2) 300 mm 초과시 20 % 추가

〃

10225 24 24 실비 〃

10226 24 24 실비 〃

10227 24 24 〃

1 34,300     
1) 5 m 이하 기준
2) 추가 5 m 마다 20 % 추가

〃

선폭 표준기
(Line width standards)

500 mm 이하

300 mm 이하

리니어 스케일
(Linear scales)

150 mm 이하

받침 블록
(Riser blocks)

레이저 스캔 마이크로미터
(Laser scan micrometers)

300 mm 이하

600 mm 이하

높이 마이크로미터, 받침 블록
(Height micrometers, riser blocks)

높이 마이크로미터
(Height micrometers)

공기 마이크로미터; 유압식, 배압식
(Air micrometers)

전기 마이크로미터
(Electronic micrometers)

옵티컬 스케일
(Optical scales)

표준 내/외경 줄자
(Standard tape rules, peripheral gauges)

내·외경 줄자
(Peripheral gauge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2. 선형치수(Linear dimension)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선 표준
(Line standards)

표준 측장기
(Standard measuring machines)

500 mm 초과

마이크로 스케일/표준자
(Micro scales/standard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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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227 2 38,4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3 실비 〃

10228 36 12 〃

1 13,200     
1) 2 축 기준
2) 100 mm 이하 기준
3)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2 1,700       1 개 기준 〃

3 실비 〃

4 실비 〃

5 5,800       1 개 기준 〃

10229 24 24 18,800     1 개 기준(오목 또는 볼록 한면당) 〃

10230 36 24 13,000     진원도 측정 시 100 % 추가 〃

10231 36 24 실비 〃

10232 36 24 〃

1 〃

1 100,500   〃

2 114,200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2 100,500   
1) 150 mm 이하 기준
2) 추가 25 mm 마다 20 % 추가

〃

10233 - 24 실비 〃

10234 24 12 63,700     〃

10235 24 24 〃

1 9,900       1 개 기준 〃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2. 선형치수(Linear dimension)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나사 측정용 와이어 게이지
(Thread measuring wires)

원통형 플러그/핀 게이지,
나사 측정용 와이어 게이지
(Cylindrical plug/pin gauges,
thread measuring wire gauges)

플러그 게이지
(Plug gauges)

표준줄자
(Standard tape rules)

줄자
(Tapes)

두께 측정용 기준 시편
(Thickness specimens)

테이퍼형 틈새 게이지
(Taper thickness gauges)

원통형 링 게이지
(Cylindrical ring gauges)

게이지블록 단차시편
(Step blocks)

스텝 게이지/캘리퍼 검사기
(Step gauges)

나사 측정용 삼침 게이지
(3-wire gauges)

와이어 게이지
(Wire gauges)

래디어스 게이지
(Radius gauges)

깊이 마이크로 검사기
(Depth micro checkers)

300 mm 초과

초음파식 두께 측정기
(Ultrasonic thickness gauges)

두께 측정용 기준 시편;
코팅형, 초음파 시편
(Ultrasonic/coating thickness specimens)

스텝 게이지/캘리퍼 검사기
(Step gauges/caliper tersters)

300 mm 이하

핀 게이지
(Pin ga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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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235 2 13,000     1 면 기준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236 24 12 33,500     
1) 1 range 기준
2) 추가 range 마다 50 % 추가

〃

10237 36 36 실비 〃

10238 24 12 실비 〃

10239 12 12 실비 〃

10240 12 12 실비 〃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2. 선형치수(Linear dimension)

폭 측정용 기준 시편
(Width measuring specimens)

회전식 거리 측정기
(Wheel counters)

초음파 시험 편
(Ultrasonic test blocks)

피막 두께 측정기
(Coating thickness testers)

토크 암
(Torque arms)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레이저 프로브 마이크로미터
(Laser-probe mic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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