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301203012030120301 60606060 ---- 실비실비실비실비
실하중 토크 교정기(Deadweight type torque
standards), 유압식 토크 교정기(Hydraulic type
torque standards) 동일 적용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20302203022030220302 12121212 12121212

토크 렌치 교정기(Torque wrench calibrators),
토크 측정기(Torque meters or torque gauges),
비틀림 시험기(Torsion testing machines)
동일 적용

〃

1111 〃

1111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109,300109,300109,300109,3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163,900163,900163,900163,900            〃

2222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18,600218,600218,600218,6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327,900327,900327,900327,900            〃

2222 〃

1111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136,500136,500136,500136,5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04,800204,800204,800204,800            〃

2222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73,000273,000273,000273,0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409,700409,700409,700409,700            〃

3333 〃

1111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139,200139,200139,200139,2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08,800208,800208,800208,800            〃

토크 교정기토크 교정기토크 교정기토크 교정기
(Torque calibration machines)(Torque calibration machines)(Torque calibration machines)(Torque calibration machines)

토크 측정기토크 측정기토크 측정기토크 측정기
(Torque measuring devices)(Torque measuring devices)(Torque measuring devices)(Torque measuring devices)

1 kN·m 1 kN·m 1 kN·m 1 kN·m 이하이하이하이하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토크토크토크토크(Torque)(Torque)(Torque)(Torque)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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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500 N·m 500 N·m 500 N·m 500 N·m 이하이하이하이하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100 N·m 100 N·m 100 N·m 100 N·m 이하이하이하이하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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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20302203022030220302 3333 2222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78,400278,400278,400278,4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417,600417,600417,600417,600            〃

4444 〃

1111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161,400161,400161,400161,4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242,200242,200242,200242,200            〃

2222 〃

1111 5 5 5 5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322,900322,900322,900322,900            〃

2222 10 10 10 10 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교정점 교정 484,500484,500484,500484,500            〃

20303203032030320303 ---- 6666 〃

1111 〃

1111 22,10022,10022,10022,100                    〃

2222 44,20044,20044,20044,200                    〃

2222 〃

1111 24,00024,00024,00024,000                    〃

2222 48,00048,00048,00048,000                    〃

3333 〃

1111 26,70026,70026,70026,700                    〃

2222 53,40053,40053,40053,400                    〃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1 kN·m 1 kN·m 1 kN·m 1 kN·m 초과초과초과초과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1 470.997 5 N·m 1 470.997 5 N·m 1 470.997 5 N·m 1 470.997 5 N·m 이하이하이하이하
(150 kgf·m (150 kgf·m (150 kgf·m (150 kgf·m 이하이하이하이하))))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토크 렌치 및 토크 드라이버토크 렌치 및 토크 드라이버토크 렌치 및 토크 드라이버토크 렌치 및 토크 드라이버
(Torque wrenches/drivers)(Torque wrenches/drivers)(Torque wrenches/drivers)(Torque wrenches/drivers)

980.665 N·m 980.665 N·m 980.665 N·m 980.665 N·m 이하이하이하이하
(100 kgf·m (100 kgf·m (100 kgf·m (100 kgf·m 이하이하이하이하))))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490.332 5 N·m 490.332 5 N·m 490.332 5 N·m 490.332 5 N·m 이하이하이하이하
(50 kgf·m (50 kgf·m (50 kgf·m (50 kgf·m 이하이하이하이하))))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토크토크토크토크(Torque)(Torque)(Torque)(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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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3203032030320303 4444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111 28,60028,60028,60028,600                    〃

2222 57,30057,30057,3005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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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70.997 5 N·m 1 470.997 5 N·m 1 470.997 5 N·m 1 470.997 5 N·m 초과초과초과초과
(150 kgf·m (150 kgf·m (150 kgf·m (150 kgf·m 초과초과초과초과))))

단방향단방향단방향단방향

양방향양방향양방향양방향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Measurement Field) : 203. 토크토크토크토크(Torque)(Torque)(Torque)(Torque)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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