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101201012010120101 -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20102201022010220102 -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03201032010320103 -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04201042010420104 - 12121212 분류번호 20203(인장 및 압축 시험기)와 동일 〃

20105201052010520105 - 24242424 〃

1111 34,40034,40034,40034,400                    〃

2222 43,30043,30043,30043,300                    〃

20106201062010620106 - 24242424 〃

1111 37,60037,60037,60037,600                    〃

2222 43,30043,30043,30043,300                    〃

3333 44,60044,60044,60044,600                    〃

20107201072010720107 - 24242424 〃

1111 〃

1111 34,40034,40034,40034,400                    〃

2222 43,30043,30043,30043,300                    〃

3333 44,60044,60044,60044,600                    〃

2222 실비실비실비실비 〃

3333 분류번호 20116(분동 및 추)과 동일 〃

20108201082010820108 24242424 12121212 〃

1111 〃

10 kg 10 kg 10 kg 1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판 지시 저울판 지시 저울판 지시 저울판 지시 저울
(Dial platform scale balances)(Dial platform scale balances)(Dial platform scale balances)(Dial platform scale balances)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부등비 접시 수동 저울부등비 접시 수동 저울부등비 접시 수동 저울부등비 접시 수동 저울
(Counter beam balances)(Counter beam balances)(Counter beam balances)(Counter beam balances)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자동 호퍼 저울자동 호퍼 저울자동 호퍼 저울자동 호퍼 저울
(Auto-hopper scale balances)(Auto-hopper scale balances)(Auto-hopper scale balances)(Auto-hopper scale balances)

자동 계량 포장저울자동 계량 포장저울자동 계량 포장저울자동 계량 포장저울
(Auto-packer scale balances)(Auto-packer scale balances)(Auto-packer scale balances)(Auto-packer scale balances)

축중기축중기축중기축중기
(Axle weigher balances)(Axle weigher balances)(Axle weigher balances)(Axle weigher balances)

자동 콘베이어 저울자동 콘베이어 저울자동 콘베이어 저울자동 콘베이어 저울
(Auto-conveyor scale balances)(Auto-conveyor scale balances)(Auto-conveyor scale balances)(Auto-conveyor scale balance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질량질량질량질량(Mass)(Mass)(Mass)(Mass)

반 지시 맞 저울반 지시 맞 저울반 지시 맞 저울반 지시 맞 저울
(Direct reading balances)(Direct reading balances)(Direct reading balances)(Direct reading balances)

1 kg 1 kg 1 kg 1 kg 이하이하이하이하

50 kg 50 kg 50 kg 5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매달림 자동 저울매달림 자동 저울매달림 자동 저울매달림 자동 저울
(Swing auto-scales)(Swing auto-scales)(Swing auto-scales)(Swing auto-scales)

테스트 체인테스트 체인테스트 체인테스트 체인
(Test chaines)(Test chaines)(Test chaines)(Test chaines)

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
(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50 kg 50 kg 50 kg 5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50 kg 50 kg 50 kg 5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50 kg 50 kg 50 kg 5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매달림 지시 저울
(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Dial swing scale balance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표준 교정수수료 ((((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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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108201082010820108 1111 1111 40,20040,20040,20040,2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2222 60,30060,30060,30060,300                    〃

2222 〃

1111 46,50046,50046,50046,500                    〃

2222 69,80069,80069,80069,800                    〃

20109201092010920109 24242424 12121212
공통적용:
1) 1 range 기준
2) 추가 range 마다 100 % 추가

〃

1111 〃

1111 36,90036,90036,90036,900                    〃

2222 55,40055,40055,40055,400                    〃

2222 〃

1111 42,00042,00042,00042,000                    〃

2222 63,10063,10063,10063,100                    〃

4444 〃

1111 49,00049,00049,00049,000                    〃

2222 73,50073,50073,50073,500                    〃

5555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10201102011020110 24242424 12121212 〃

1111 〃

1111 〃

1111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40,20040,20040,20040,200                    〃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전기식 지시 저울전기식 지시 저울전기식 지시 저울전기식 지시 저울
(Electric balances)(Electric balances)(Electric balances)(Electric balances)

1 kg 1 kg 1 kg 1 kg 이하이하이하이하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1 kg 1 kg 1 kg 1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
(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

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수동 맞 저울
(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Equal arm balances)

1 kg 1 kg 1 kg 1 kg 이하이하이하이하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질량질량질량질량(Mass)(Mass)(Mass)(Mas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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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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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110201102011020110 1111 1111 2222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60,30060,30060,30060,3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2222 〃

1111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46,50046,50046,50046,500                    〃

2222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분해능 / FS ≤ 10/ FS ≤ 10/ FS ≤ 10/ FS ≤ 10-5-5-5-5 69,80069,80069,80069,800                    〃

20111201112011120111 ---- 24242424 〃

1111 34,40034,40034,40034,400                    〃

2222 42,00042,00042,00042,000                    〃

20112201122011220112 ---- 24242424 〃

1111 〃

1111 36,90036,90036,90036,900                    〃

2222 42,00042,00042,00042,000                    〃

3333 43,30043,30043,30043,300                    〃

4444 43,90043,90043,90043,900                    〃

2222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13201132011320113 ---- 24242424 〃

1111 22,90022,90022,90022,900                    〃

2222 31,80031,80031,80031,800                    〃

3333 37,60037,60037,60037,600                    〃

4444 41,40041,40041,40041,400                    〃

5555 실비실비실비실비 〃

50 kg 50 kg 50 kg 5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접시 지시 저울접시 지시 저울접시 지시 저울접시 지시 저울, , , , 스프링 지시 저울 등스프링 지시 저울 등스프링 지시 저울 등스프링 지시 저울 등
(Spring scale balances)(Spring scale balances)(Spring scale balances)(Spring scale balances)

1 kg 1 kg 1 kg 1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플랫폼 스케일플랫폼 스케일플랫폼 스케일플랫폼 스케일
(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

판 수동저울판 수동저울판 수동저울판 수동저울
(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Platform scales)

50 kg 50 kg 50 kg 5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 kg 10 kg 10 kg 1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 kg 10 kg 10 kg 1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판수동판수동판수동판수동////플랫트 폼 저울플랫트 폼 저울플랫트 폼 저울플랫트 폼 저울
(Platform scale balances)(Platform scale balances)(Platform scale balances)(Platform scale balance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질량질량질량질량(Mass)(Mass)(Mass)(Mas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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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g 1 kg 1 kg 1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매달림 수동 저울매달림 수동 저울매달림 수동 저울매달림 수동 저울
(Manual swing scale balances)(Manual swing scale balances)(Manual swing scale balances)(Manual swing scale balances)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200 kg 200 kg 200 kg 20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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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114201142011420114 ---- 24242424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111 19,80019,80019,80019,800                    〃

2222 22,90022,90022,90022,900                    〃

20115201152011520115 ----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16201162011620116 24242424 24242424
공통적용:
1) 1 개 기준
2) 분동식 압력계용 분동, 추일 경우 실비

〃

1111 〃

1111 7,6007,6007,6007,600                            〃

2222 13,40013,40013,40013,400                    〃

3333 20,40020,40020,40020,400                    〃

4444 22,90022,90022,90022,900                    〃

5555 실비실비실비실비 〃

20116201162011620116 2222 〃

1111 11,40011,40011,40011,400                    〃

2222 20,10020,10020,10020,100                    〃

3333 30,70030,70030,70030,700                    〃

4444 34,40034,40034,40034,400                    〃

5555 실비실비실비실비 〃

3333 실비실비실비실비 〃

1 kg 1 kg 1 kg 1 kg 초과초과초과초과

등비 접시 수동 저울등비 접시 수동 저울등비 접시 수동 저울등비 접시 수동 저울
(Trip balances)(Trip balances)(Trip balances)(Trip balances)

1 kg 1 kg 1 kg 1 kg 이하이하이하이하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Measurement Field) : 201. 질량질량질량질량(Mass)(Mass)(Mass)(Mas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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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g 10 kg 10 kg 10 kg 미만미만미만미만

50 kg 50 kg 50 kg 50 kg 미만미만미만미만

질량선별기질량선별기질량선별기질량선별기
(Weight difference checkers)(Weight difference checkers)(Weight difference checkers)(Weight difference checkers)

분동 및 추분동 및 추분동 및 추분동 및 추
(Weights)(Weights)(Weights)(Weights)

M M M M 급급급급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이하이하이하이하

100 kg 100 kg 100 kg 100 kg 초과초과초과초과

EEEE2222 급 급 급 급, E, E, E, E1111 급 급 급 급

1 kg 1 kg 1 kg 1 kg 미만미만미만미만

10 kg 10 kg 10 kg 10 kg 미만미만미만미만

50 kg 50 kg 50 kg 50 kg 미만미만미만미만

FFFF2222 급 급 급 급, F, F, F, F1111 급 급 급 급

1 kg 1 kg 1 kg 1 kg 미만미만미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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