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401 24 24 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402 24 24 실비 〃

10403 24 24 실비 〃

10404 24 24 45,400     1 면 기준 〃

10405 24 24 19,900     양 면 기준 〃

10406 36 24
공통적용:
1) 2 교정항목 기준
2) 추가 면 마다 100 % 추가

〃

1 17,800     〃

2 40,900     〃

3 47,300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10407 36 24 〃

1 45,400     〃

2 66,300     〃

3 90,900     〃

4 121,400   〃

5 145,800   〃

6 152,100   추가 5 000 cm2 마다 20 % 추가 〃

10408 36 12 실비 〃

10409 24 12 실비 〃

10410 36 24 실비 〃

10411 36 24 실비 〃

윤곽 게이지
(Profile gauges)

20 000 cm2 이하

15 000 cm2 이하

10 000 cm
2
 이하

5 000 cm
2
 이하

진원도 측정기
(Roundness measurement instruments)

형상 표준시편
(Form standard specimens)

진원도 표준/감도시편
(Roundness standard/roundness
magnification standard specimen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4. 형상 (Form)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옵티컬 플랫
(Optical flats)

20 000 cm2 초과

2 500 cm
2
 이하

평행 블록
(Parallel blocks)

150 mm 이하

400 mm 이하

옵티컬 패러렐
(Optical parallels)

형상 측정기
(Form testers)

렌즈/곡률반경 표준물
(Lens/radius standards)

옵티컬 플랫 측정기
(Optical flat testers)

400 mm 초과

정밀 정반
(Precision surfac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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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412 24 12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 실비 〃

2 28,600     
1) 1 측정선 기준
2) 200 mm 이하 기준
3)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10413 - 24 12,200     금속제 곧은자(Metal straight rules) 동일 적용 〃

10414 24 12 실비 〃

10415 24 12 〃

1 45,400     
1) 30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2 35,500     
1) L 50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10416 12 12 실비 〃
구면계
(Spherometers)

테스트 바
(Test bars)

테스트 바
(Test bars)

진직도 측정기
(Straightness measuring machines)

곧은자
(Straight rules)

스트레이트 엣지
(Straight edges)

강제 스트레이트 엣지
(Steel straight edges)

나이프 엣지
(Knife edges)

스트레이트 바
(Straight bar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4. 형상 (Form)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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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501 - 12 6,700       1 개 기준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502 36 12 실비 〃

10503 24 24 505,500   
1) 1 m

2
 이하 기준

2) 1 m
2 
초과시 실비 적용

〃

10504 24 12 269,900   
1) 2 축 기준
2) 500 mm 이하 기준
3) 500 mm 초과시 실비 적용

〃

10505 60 36 실비 〃

10506 24 12 실비 〃

10507 36 24 실비 〃

10508 24 12 실비 〃

10509 24 12 실비 〃

10510 24 12 실비 〃

10511 24 24 〃

1 44,900     〃

2 155,800   〃

3 50,300     
1) 5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마다 10 % 추가

〃

4 분류번호 10511-3(측정 투영기)과 동일 〃

10512 24 24 40,100     〃

10513 - 24 실비 〃

10514 24 24 30,700     1 개 기준 〃

10515 24 24 40,500     1 개 기준 〃

10516 36 24 실비 〃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분류
번호

측정 현미경
(Measuring microscopes)

공구 현미경
(Toolmaker's microscopes)

측정 투영기
(Profile projectors)

전구용 베이스 게이지
(Base gauges for electric bulb)

벤치 센터
(Bench centers)

레이저 측량기
(Laser scan surveys)

레이저 트랙커
(Laser trackers)

측정현미경, 측정투영기
(Measuring microscopes, profile
projectors)

비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Non-contact optical roughness testers)

테이퍼 링 게이지
(Taper ring gauges)

오리피스 플레이트
(Orifice plates)

테이퍼 플러그 게이지
(Taper plug gauges)

측미 현미경
(Micro measuring microscopes)

투영 측장기
(Optical comparators/
profile projectors)

접촉식 좌표 측정기
(Contact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기어 측정기
(Gear measuring instruments)

기어 표준물
(Gear standards)

경도시험기 측정자
(Hardness indenters)

게이지 블록 부속품
(Gauge block accessories)

비접촉식 좌표 측정기
(Non-contact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5. 복합형상 (Complex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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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517 24 24 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518 - 12 6,700       1 개 기준 〃

10519 24 12 〃

1 실비 〃

2 9,900       1 면 기준 〃

10520 - 12 실비 〃

10521 24 12 21,200     〃

10522 12 12 47,400     〃

10523 24 12 67,000     〃

10524 24 12 실비 〃

10525 24 24
공통적용:
1) 2 측정항목 기준
2) 추가 측정항목 마다 20 % 추가

〃

1 30,700     〃

2 61,500     〃

10526 24 24
공통적용:
1) 2 측정항목 기준
2) 추가 측정항목 마다 20 % 추가

〃

1 〃

1 50,300     〃

2 100,700   〃

10527 24 24
공통적용:
1) 2 측정항목 기준
2) 추가 측정항목 마다 20 % 추가

〃

1 35,500     〃

2 71,000     〃

양축

한축

양축

테이퍼 나사 플러그 게이지
(Taper thread plug gauges)

테이퍼 나사 플러그 게이지
(Taper thread plug gauges)

표면 거칠기 표준시편
(Specimens, roughness standard)

표면 거칠기 비교시편
(Specimens, roughness comparison)

스플라인 세레이션 게이지
(Spline and serration gauges)

캘리퍼 나사 게이지
(Thread caliper gauges)

나사 측정기
(Thread measuring machines)

한축

전구용 소켓 게이지
(Socket gauges for electric bulb)

표면 거칠기 표준 및 비교시편
(Roughness standard/comparison
specimens)

나사 플러그 게이지
(Thread plug gauges)

나사 피치 측정기
(Thread pitch measuring machine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5. 복합형상 (Complex geometry)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양축

나사 링 게이지
(Thread ring gauges)

한축

테이퍼 측정기
(Taper measurement instruments)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Stylus type roughness t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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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10528 24 24
공통적용:
1) 2 측정항목 기준
2) 추가 측정항목 마다 20 % 추가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 50,300     〃

2 100,700   〃

10529 24 24 〃

1 17,100     
1)  V홈 1개 기준,
2) 추가 항목당 20 % 추가

〃

2 실비 〃

10530 12 12 실비 〃

10531 12 12 실비 〃
전자/원자간력 현미경
(SEM/TEM/SPM/AFM microscopes)

브이 블록
(V-blocks)

한축

양축

박스 블록
(Box blocks)

위치게이지
(Position gauges)

테이퍼 나사 링 게이지
(Taper thread ring gauges)

브이 블록 및 박스 블록
(V-blocks, box blocks)

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5. 복합형상 (Complex geometry)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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