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10601106011060110601 12121212 12121212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111 18,30018,30018,30018,300                    
1) 60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0 mm 마다 20 % 추가

〃

2222 〃

1111 30,70030,70030,70030,700                    
1) 20 mm 이하 기준
2) 추가 10 mm 마다 20 % 추가

〃

2222 17,10017,10017,10017,100                    
1) 50 mm 이하 기준
2) 추가 25 mm 마다 10 % 추가

〃

3333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02106021060210602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03106031060310603 12121212 12121212

공통적용:
1) 10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10 % 추가
3) 다이얼 게이지 추가 교정시는 분류번호
   10605(다이얼/디지털 게이지) 추가 적용

〃

1111 15,50015,50015,50015,500                    〃

2222 실비실비실비실비 〃

3333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04106041060410604 12121212 12121212 〃

1111 9,9009,9009,9009,900                            
1) 5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마다 10 % 추가

〃

2222 33,00033,00033,00033,000                    
1) 75 mm 이하 기준
2)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10605106051060510605 12121212 12121212 〃

1111 22,00022,00022,00022,000                    〃

2222 25,70025,70025,70025,700                    〃

3333 28,20028,20028,20028,200                    〃

4444 30,70030,70030,70030,700                    추가 10 mm 마다 20 % 추가 〃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원원원원))))

10 mm 10 mm 10 mm 10 mm 이하이하이하이하

5 mm 5 mm 5 mm 5 mm 이하이하이하이하

2 mm 2 mm 2 mm 2 mm 이하이하이하이하

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디지털 게이지디지털 게이지디지털 게이지디지털 게이지
(Dial/digital gauges)(Dial/digital gauges)(Dial/digital gauges)(Dial/digital gauges)

1 mm 1 mm 1 mm 1 mm 이하이하이하이하

내내내내////외측외측외측외측////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
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
(Inside/outside/gear tooth calipers, caliper(Inside/outside/gear tooth calipers, caliper(Inside/outside/gear tooth calipers, caliper(Inside/outside/gear tooth calipers, caliper
gauges)gauges)gauges)gauges)

내내내내····외측 캘리퍼외측 캘리퍼외측 캘리퍼외측 캘리퍼
(Calipers, inside/outside)(Calipers, inside/outside)(Calipers, inside/outside)(Calipers, inside/outside)

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
(Caliper gauges)(Caliper gauges)(Caliper gauges)(Caliper gauges)

깊이게이지깊이게이지깊이게이지깊이게이지, , , , 깊이마이크로미터깊이마이크로미터깊이마이크로미터깊이마이크로미터;;;;
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
(Depth gauges, depth micrometers)(Depth gauges, depth micrometers)(Depth gauges, depth micrometers)(Depth gauges, depth micrometers)

깊이 게이지깊이 게이지깊이 게이지깊이 게이지, , , , 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다이얼형 포함
(Depth gauges)(Depth gauges)(Depth gauges)(Depth gauges)

깊이 마이크로미터깊이 마이크로미터깊이 마이크로미터깊이 마이크로미터
(Depth micrometers)(Depth micrometers)(Depth micrometers)(Depth micrometers)

두께 측정기두께 측정기두께 측정기두께 측정기
(Thickness testers)(Thickness testers)(Thickness testers)(Thickness testers)

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캘리퍼 게이지
(Caliper gauges)(Caliper gauges)(Caliper gauges)(Caliper gauges)

Hole gaugesHole gaugesHole gaugesHole gauges

보어 인디케이터보어 인디케이터보어 인디케이터보어 인디케이터
(Bore indicators)(Bore indicators)(Bore indicators)(Bore indicators)

실린더 게이지실린더 게이지실린더 게이지실린더 게이지
(Cylinder gauges)(Cylinder gauges)(Cylinder gauges)(Cylinder gauges)

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기어 이두께 캘리퍼
(Gear tooth calipers)(Gear tooth calipers)(Gear tooth calipers)(Gear tooth calipers)

크립토미터크립토미터크립토미터크립토미터
(Cryptometers)(Cryptometers)(Cryptometers)(Cryptometers)

실린더실린더실린더실린더////보어 게이지보어 게이지보어 게이지보어 게이지
(Cylinder/bore gauges)(Cylinder/bore gauges)(Cylinder/bore gauges)(Cylinder/bore ga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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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10606106061060610606 24242424 24242424 실비실비실비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607106071060710607 24242424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08106081060810608 ---- 12121212 8,3008,3008,3008,300                            1 개 기준 〃

10609106091060910609 12121212 12121212 〃

1111 〃

1111 14,60014,60014,60014,600                    〃

2222 16,30016,30016,30016,300                    〃

2222 14,80014,80014,80014,800                    〃

10610106101061010610 24242424 24242424 29,50029,50029,50029,500                    
1) 25 mm 이하 기준
2) 추가 25 mm 마다 20 % 추가

〃

10611106111061110611 ---- 12121212 35,50035,50035,50035,500                    〃

10612106121061210612 ---- 12121212 〃

1111 22,00022,00022,00022,000                    
1) 75 mm 이하 기준
2)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2222 30,70030,70030,70030,700                    
1) 1 측정로드 기준
2) 추가 측정로드 시 20 % 추가

〃

3333 분류번호 10612-2(봉형 마이크로미터)와 동일 〃

10613106131061310613 ---- 12121212 〃

1111 22,00022,00022,00022,000                    
1) 300 mm 이하 기준
2) 추가 50 mm 마다 20 % 추가

〃

1111 19,60019,60019,60019,600                    〃

2222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14106141061410614 24242424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15106151061510615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지시형지시형지시형지시형

GPS GPS GPS GPS 측량기측량기측량기측량기
(GPS surveys)(GPS surveys)(GPS surveys)(GPS surveys)

그라인드 게이지그라인드 게이지그라인드 게이지그라인드 게이지
(Grind gauges)(Grind gauges)(Grind gauges)(Grind gauges)

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
(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

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내측 마이크로미터
(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Inside micrometers)

3333점 마이크로미터점 마이크로미터점 마이크로미터점 마이크로미터
(3-point micrometers)(3-point micrometers)(3-point micrometers)(3-point micrometers)

봉형 마이크로미터봉형 마이크로미터봉형 마이크로미터봉형 마이크로미터
(Bar type micrometers)(Bar type micrometers)(Bar type micrometers)(Bar type micrometers)

마이크로미터 헤드마이크로미터 헤드마이크로미터 헤드마이크로미터 헤드
(Micrometer heads)(Micrometer heads)(Micrometer heads)(Micrometer heads)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0.001 mm 0.001 mm 0.001 mm 0.001 mm 초과초과초과초과

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
(Test indicators)(Test indicators)(Test indicators)(Test indicators)

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 , , , 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테스트 인디케이터
(Micro indicators, test indicators)(Micro indicators, test indicators)(Micro indicators, test indicators)(Micro indicators, test indicators)

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지침 측미기
(Micro indicators)(Micro indicators)(Micro indicators)(Micro indicators)

기선장기선장기선장기선장
(Geodesic baselines)(Geodesic baselines)(Geodesic baselines)(Geodesic baseline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원원원원))))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0.001 mm 0.001 mm 0.001 mm 0.001 mm 이하이하이하이하

V-V-V-V-앤빌 마이크로미터앤빌 마이크로미터앤빌 마이크로미터앤빌 마이크로미터
(V-anvil micrometers)(V-anvil micrometers)(V-anvil micrometers)(V-anvil micrometers)

재귀반사체 옵셋재귀반사체 옵셋재귀반사체 옵셋재귀반사체 옵셋
(Offset of retroreflectors)(Offset of retroreflectors)(Offset of retroreflectors)(Offset of retroreflectors)

입자 계수기입자 계수기입자 계수기입자 계수기
(Particle counters)(Particle counters)(Particle counters)(Particle counters)

Tubular inside micrometersTubular inside micrometersTubular inside micrometersTubular inside micrometers

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
(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

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외측 마이크로미터
(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Outside mic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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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10616106161061610616 24242424 12121212 17,10017,10017,10017,1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0617106171061710617 ---- 12121212 40,10040,10040,10040,100                    〃

10618106181061810618 36363636 24242424 171,700171,700171,700171,700            〃

10619106191061910619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10620106201062010620 ---- 12121212 17,10017,10017,10017,100                    〃

10621106211062110621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용접 게이지용접 게이지용접 게이지용접 게이지
(Welding gauges)(Welding gauges)(Welding gauges)(Welding gauges)

광학식 마이크로미터광학식 마이크로미터광학식 마이크로미터광학식 마이크로미터
(Optical micrometers)(Optical micrometers)(Optical micrometers)(Optical micrometers)

표준 체표준 체표준 체표준 체
(Standard sieves)(Standard sieves)(Standard sieves)(Standard sieves)

토탈 스테이션토탈 스테이션토탈 스테이션토탈 스테이션
(Total stations)(Total stations)(Total stations)(Total stations)

수위계수위계수위계수위계
(Water level meters)(Water level meters)(Water level meters)(Water level meter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Measurement Field) : 106.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기타 길이 관련량 (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Various dimensional)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원원원원))))

면적계면적계면적계면적계
(Planimeters)(Planimeters)(Planimeters)(Plani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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