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40401404014040140401 12121212 12121212 97,50097,50097,50097,500                    
1) 2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40402404024040240402 24242424 12121212 〃

1111 57,10057,10057,10057,100                    〃

2222 87,60087,60087,60087,600                    〃

40403404034040340403 12121212 12121212 183,200183,200183,200183,200            
1) 직류 전압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3) AMP 추가 시 50 % 추가

〃

40404404044040440404 12121212 12121212 267,900267,900267,900267,900            
1) 5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20 % 추가
3) 채널 추가시 100 % 추가

〃

40405404054040540405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40406404064040640406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색 패턴 발생기(Color pattern generators)
동일 적용

〃

40407404074040740407 12121212 12121212 〃

1111 65,00065,00065,00065,000                    
1) 5 range 기준
2) 추가 range 마다 20 % 추가

〃

2222 234,100234,100234,100234,100            9 range 기준 〃

3333 48,30048,30048,30048,300                    
1) 2 range 기준
2) 추가 range 마다 20 % 추가

〃

4444 145,800145,800145,800145,800            〃

40408404084040840408 24242424 24242424 40,30040,30040,30040,300                    
1) 1 측정주파수 기준
2) 추가 측정주파수 마다 20 % 추가

〃

40409404094040940409 12121212 12121212 214,400214,400214,400214,400            
1) 5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10 % 추가

〃

40410404104041040410 12121212 12121212 17,60017,60017,60017,600                    〃

40411404114041140411 12121212 12121212 171,400171,400171,400171,400            
1) 6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10 % 추가
3) 추가 채널 마다 50 % 추가

〃

40412404124041240412 12121212 12121212 51,20051,20051,20051,200                    〃

40413404134041340413 12121212 12121212 36,40036,40036,40036,400                    
1) 5 kV 기준
2) 추가 5 kV 마다 20 % 추가

〃

40414404144041440414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직직직직····교류 고전압계교류 고전압계교류 고전압계교류 고전압계
(AC/DC high voltage voltmeters)(AC/DC high voltage voltmeters)(AC/DC high voltage voltmeters)(AC/DC high voltage voltmeters)

저주파 임펄스 발생기저주파 임펄스 발생기저주파 임펄스 발생기저주파 임펄스 발생기
(LF impulse generators)(LF impulse generators)(LF impulse generators)(LF impulse generators)

전원 주파수계전원 주파수계전원 주파수계전원 주파수계
(Line frequency meters)(Line frequency meters)(Line frequency meters)(Line frequency meters)

다기능 파형 발생기다기능 파형 발생기다기능 파형 발생기다기능 파형 발생기, , , , 구형파 발생기 등구형파 발생기 등구형파 발생기 등구형파 발생기 등
(Function generators)(Function generators)(Function generators)(Function generators)

저주파 신호 분석기저주파 신호 분석기저주파 신호 분석기저주파 신호 분석기,,,,
가청주파수 분석기 등가청주파수 분석기 등가청주파수 분석기 등가청주파수 분석기 등
(LF/Audio signal analyzers)(LF/Audio signal analyzers)(LF/Audio signal analyzers)(LF/Audio signal analyzers)

저주파용 여파기저주파용 여파기저주파용 여파기저주파용 여파기
(LF filters)(LF filters)(LF filters)(LF filters)

제네스코프제네스코프제네스코프제네스코프
(Genescopes)(Genescopes)(Genescopes)(Genescopes)

직류직류직류직류////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
(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

저주파 증폭기저주파 증폭기저주파 증폭기저주파 증폭기, , , , 챠지챠지챠지챠지////전압 증폭기 등전압 증폭기 등전압 증폭기 등전압 증폭기 등
(LF amplifiers)(LF amplifiers)(LF amplifiers)(LF amplifiers)

왜율 측정기 교정기왜율 측정기 교정기왜율 측정기 교정기왜율 측정기 교정기
(Distortion meter calibrators)(Distortion meter calibrators)(Distortion meter calibrators)(Distortion meter calibrators)

위상 진폭계위상 진폭계위상 진폭계위상 진폭계
(Gain phase meters)(Gain phase meters)(Gain phase meters)(Gain phase meters)

비디오주파수 편이량 측정기 교정기비디오주파수 편이량 측정기 교정기비디오주파수 편이량 측정기 교정기비디오주파수 편이량 측정기 교정기
(Jitter meter calibrators)(Jitter meter calibrators)(Jitter meter calibrators)(Jitter meter calibrators)

오디오 분석기오디오 분석기오디오 분석기오디오 분석기////왜율 미터왜율 미터왜율 미터왜율 미터
(Audio distortion analyzers/meters)(Audio distortion analyzers/meters)(Audio distortion analyzers/meters)(Audio distortion analyzers/meters)

왜율파형 분석기왜율파형 분석기왜율파형 분석기왜율파형 분석기, , , , 왜율 미터왜율 미터왜율 미터왜율 미터
(Distortion analyzers, meters)(Distortion analyzers, meters)(Distortion analyzers, meters)(Distortion analyzers, meters)

영상 신호 발생기영상 신호 발생기영상 신호 발생기영상 신호 발생기
(Video signal generators)(Video signal generators)(Video signal generators)(Video signal generators)

파형 측정기 교정기파형 측정기 교정기파형 측정기 교정기파형 측정기 교정기
(Oscilloscope calibrators)(Oscilloscope calibrators)(Oscilloscope calibrators)(Oscilloscope calibrators)

CD/DVD CD/DVD CD/DVD CD/DVD 미터미터미터미터////분석기분석기분석기분석기
(CD/DVD meters/analyzers)(CD/DVD meters/analyzers)(CD/DVD meters/analyzers)(CD/DVD meters/analyzers)

직류직류직류직류////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저주파 감쇠기
(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DC/LF attenuators)

누화시험기누화시험기누화시험기누화시험기
(Cross talk measuring sets)(Cross talk measuring sets)(Cross talk measuring sets)(Cross talk measuring sets)

멀티미터 교정기멀티미터 교정기멀티미터 교정기멀티미터 교정기; ; ; ; 하부속성 개별 인정하부속성 개별 인정하부속성 개별 인정하부속성 개별 인정
(Multimeter calibrators)(Multimeter calibrators)(Multimeter calibrators)(Multimeter calibrator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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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15404154041540415 12121212 12121212 89,60089,60089,60089,6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40416404164041640416 12121212 12121212 32,50032,50032,50032,500                    
1) 4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25 % 추가

〃

40417404174041740417 12121212 12121212 분류번호 40108-2(직류 전자 부하기)와 동일 〃

40418404184041840418 12121212 12121212 분류번호 40622-1(변조계)과 동일 〃

40419404194041940419 12121212 12121212 〃

1111 63,20063,20063,20063,200                    
1) 4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25 % 추가

〃

2222

공통적용:
1) 5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20 % 추가
3) 추가 채널시 50 % 추가

〃

1111 74,00074,00074,00074,000                    〃

2222 88,40088,40088,40088,400                    〃

3333 142,600142,600142,600142,600            〃

4444 162,600162,600162,600162,600            〃

40420404204042040420 12121212 12121212 105,800105,800105,800105,800            〃

40421404214042140421 12121212 12121212 〃

1111 87,30087,30087,30087,300                    
1) 500 MHz /2 채널 기준
2) 추가 500 MHz 마다 30 % 추가
3) 추가 채널 마다 30 % 추가

〃

2222 78,00078,00078,00078,000                    〃

3333 42,30042,30042,30042,300                    〃

40422404224042240422 12121212 12121212 〃

1111 28,50028,50028,50028,500                    〃

2222 144,800144,800144,800144,800            〃

3333 107,400107,400107,400107,400            〃

직직직직////교류 전자부하교류 전자부하교류 전자부하교류 전자부하
(Electronic AC/DC loads)(Electronic AC/DC loads)(Electronic AC/DC loads)(Electronic AC/DC loads)

변조도 측정기변조도 측정기변조도 측정기변조도 측정기
(Modulation meters)(Modulation meters)(Modulation meters)(Modulation meters)

아날로그아날로그아날로그아날로그////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멀티미터;;;;
하부 속성 개별 인정하부 속성 개별 인정하부 속성 개별 인정하부 속성 개별 인정
(Analogue/digital multimeters)(Analogue/digital multimeters)(Analogue/digital multimeters)(Analogue/digital multimeters)

6½ digit 6½ digit 6½ digit 6½ digit 이상이상이상이상

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

디지털형디지털형디지털형디지털형

3½ digit 3½ digit 3½ digit 3½ digit 이하이하이하이하

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아날로그형
(Analogue oscilloscopes)(Analogue oscilloscopes)(Analogue oscilloscopes)(Analogue oscilloscopes)

잡음 전압 측정기잡음 전압 측정기잡음 전압 측정기잡음 전압 측정기
(Noise meters)(Noise meters)(Noise meters)(Noise meters)

파형 측정기파형 측정기파형 측정기파형 측정기
(Oscilloscopes)(Oscilloscopes)(Oscilloscopes)(Oscilloscopes)

디지털형디지털형디지털형디지털형
(Dizitizing oscilloscopes)(Dizitizing oscilloscopes)(Dizitizing oscilloscopes)(Dizitizing oscilloscopes)

4½ digit4½ digit4½ digit4½ digit

5½ digit5½ digit5½ digit5½ digit

위치각 지시계위치각 지시계위치각 지시계위치각 지시계
(Angle posision indicators)(Angle posision indicators)(Angle posision indicators)(Angle posision indicators)

지터 미터지터 미터지터 미터지터 미터
(Jitter meters)(Jitter meters)(Jitter meters)(Jitter meter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
(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

싱크로싱크로싱크로싱크로////리솔버 표준기리솔버 표준기리솔버 표준기리솔버 표준기
(Synchro/resolver standards)(Synchro/resolver standards)(Synchro/resolver standards)(Synchro/resolver standards)
싱크로싱크로싱크로싱크로////리솔버 분석기리솔버 분석기리솔버 분석기리솔버 분석기
(Synchro/resolver simulators)(Synchro/resolver simulators)(Synchro/resolver simulators)(Synchro/resolver simulators)

누설전류 시험기누설전류 시험기누설전류 시험기누설전류 시험기
(Leakage current testers)(Leakage current testers)(Leakage current testers)(Leakage current testers)

파형측정기용 수직파형측정기용 수직파형측정기용 수직파형측정기용 수직////수평 증폭기수평 증폭기수평 증폭기수평 증폭기
(Oscilloscope vertical/horizontal(Oscilloscope vertical/horizontal(Oscilloscope vertical/horizontal(Oscilloscope vertical/horizontal
amplifiers)amplifiers)amplifiers)amplifiers)

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저주파 위상계
(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LF phas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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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3404234042340423 12121212 12121212 57,10057,10057,10057,100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40424404244042440424 12121212 12121212 32,50032,50032,50032,500                    
1) 1 채널/1 range 기준
2) 추가 range 마다 20 % 추가
3) 추가 채널당 50 % 추가

〃

40425404254042540425 12121212 12121212 24,60024,60024,60024,600                    

1) 1 기능/1 측정점 기준,
   최소 2 기능/3 측정점 교정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측정점 마다 50 % 추가

〃

40426404264042640426 12121212 12121212 48,30048,30048,30048,300                    
저주파 신호 발진기(Audio signal oscillators),
발진기(Test oscillators), 정현파형 발생기(Sine
wave generators) 동일 적용

〃

40427404274042740427 12121212 12121212 311,700311,700311,700311,700            〃

40428404284042840428 12121212 12121212 48,30048,30048,30048,300                    〃

40429404294042940429 12121212 12121212 48,30048,30048,30048,300                    〃

40430404304043040430 12121212 12121212 실비실비실비실비 〃

40431404314043140431 24242424 24242424 실비실비실비실비 〃

40432404324043240432 12121212 12121212 311,700311,700311,700311,700            〃

40433404334043340433 12121212 12121212 68,90068,90068,90068,900                    
1) 3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

40434404344043440434 12121212 12121212 65,00065,00065,00065,000                    
1) 5 kV 기준
2) 추가 5 kV 마다 20 % 추가

〃

40435404354043540435 12121212 12121212 32,50032,50032,50032,500                    
1) 5 kV 기준
2) 추가 5 kV 마다 20 % 추가

〃

40436404364043640436 12121212 12121212 145,800145,800145,800145,800            
1) 12 채널 기준
2) 추가 채널마다 20 % 추가

〃

40437404374043740437 12121212 12121212 105,300105,300105,300105,300            
공통적용:
1) 3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

40438404384043840438 12121212 12121212 〃

1111 195,100195,100195,100195,100            
1) 2 기능 기준
2) 추가 기능 마다 50 % 추가

〃

2222 97,50097,50097,50097,500                    
1) 1 방식 기준
2) 추가 방식 마다 50 % 추가

〃

3333 102,500102,500102,500102,500            
1) 1 방식 기준
2) 추가 방식 마다 50 % 추가

〃

교류교류교류교류····직류 비교기직류 비교기직류 비교기직류 비교기
(AC/DC transfer standards)(AC/DC transfer standards)(AC/DC transfer standards)(AC/DC transfer standards)

TV TV TV TV 신호 잡음 측정기신호 잡음 측정기신호 잡음 측정기신호 잡음 측정기
(Video noise meters (NTSC, PAL))(Video noise meters (NTSC, PAL))(Video noise meters (NTSC, PAL))(Video noise meters (NTSC, PAL))

영상 분석기영상 분석기영상 분석기영상 분석기
(Video analyzers)(Video analyzers)(Video analyzers)(Video analyzers)

TV TV TV TV 신호 레벨 측정기신호 레벨 측정기신호 레벨 측정기신호 레벨 측정기
(Waveform monitors(NTSC, PAL,(Waveform monitors(NTSC, PAL,(Waveform monitors(NTSC, PAL,(Waveform monitors(NTSC, PAL,
SECAM)SECAM)SECAM)SECAM)
벡터 스코프벡터 스코프벡터 스코프벡터 스코프
(Vector scopes(NTSC, PAL,SECAM))(Vector scopes(NTSC, PAL,SECAM))(Vector scopes(NTSC, PAL,SECAM))(Vector scopes(NTSC, PAL,SECAM))
TV TV TV TV 신호 주파수 편이기신호 주파수 편이기신호 주파수 편이기신호 주파수 편이기
(Video sweep generators(NTSC, PAL))(Video sweep generators(NTSC, PAL))(Video sweep generators(NTSC, PAL))(Video sweep generators(NTSC, PAL))

논리 회로분석기논리 회로분석기논리 회로분석기논리 회로분석기
(Logic analyzers)(Logic analyzers)(Logic analyzers)(Logic analyzers)

전화기 시험기전화기 시험기전화기 시험기전화기 시험기
(Telephone testers)(Telephone testers)(Telephone testers)(Telephone testers)

영상 신호 분석기영상 신호 분석기영상 신호 분석기영상 신호 분석기
(Video signal analyzers)(Video signal analyzers)(Video signal analyzers)(Video signal analyzers)

파형 분석기파형 분석기파형 분석기파형 분석기
(Waveform analyzers)(Waveform analyzers)(Waveform analyzers)(Waveform analyzers)

직직직직////교류 고전압 출력기교류 고전압 출력기교류 고전압 출력기교류 고전압 출력기
(AC/DC high voltage generators)(AC/DC high voltage generators)(AC/DC high voltage generators)(AC/DC high voltage generators)

직직직직////교류 고전압 프로브교류 고전압 프로브교류 고전압 프로브교류 고전압 프로브
(AC/DC high voltage probes)(AC/DC high voltage probes)(AC/DC high voltage probes)(AC/DC high voltage probes)

트란지스터 특성 곡선 측정기트란지스터 특성 곡선 측정기트란지스터 특성 곡선 측정기트란지스터 특성 곡선 측정기
(Transistor curve tracers)(Transistor curve tracers)(Transistor curve tracers)(Transistor curve tracers)

신호 변환기신호 변환기신호 변환기신호 변환기
(Signal transducers)(Signal transducers)(Signal transducers)(Signal transducers)

저주파 스펙트럼 분석기저주파 스펙트럼 분석기저주파 스펙트럼 분석기저주파 스펙트럼 분석기
(LF spectrum analyzers)(LF spectrum analyzers)(LF spectrum analyzers)(LF spectrum analyzers)

스포트 신호발생기스포트 신호발생기스포트 신호발생기스포트 신호발생기
(Spot generators)(Spot generators)(Spot generators)(Spot generators)

릴레이 시험기릴레이 시험기릴레이 시험기릴레이 시험기
(Relay test sets)(Relay test sets)(Relay test sets)(Relay test set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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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파형 발생기랜덤파형 발생기랜덤파형 발생기랜덤파형 발생기
(Random wave generators)(Random wave generators)(Random wave generators)(Random wave generators)

전압 전류 기록계전압 전류 기록계전압 전류 기록계전압 전류 기록계
(Voltage/current recorders)(Voltage/current recorders)(Voltage/current recorders)(Voltage/current recorders)

스위프 발생기스위프 발생기스위프 발생기스위프 발생기
(Sweep generators)(Sweep generators)(Sweep generators)(Sweep generators)

LF LF LF LF 신호 발생기신호 발생기신호 발생기신호 발생기
(LF signal generators)(LF signal generators)(LF signal generators)(LF signal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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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교정용교정용교정용
표준기표준기표준기표준기

정밀정밀정밀정밀
계기계기계기계기
이하이하이하이하

기본기본기본기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표준소급비

40438404384043840438 4444 실비실비실비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지터 지터 지터 지터 & & & & 원더시험원더시험원더시험원더시험
(Jitter & Wander test)(Jitter & Wander test)(Jitter & Wander test)(Jitter & Wander test)
디지털 전송 분석기디지털 전송 분석기디지털 전송 분석기디지털 전송 분석기
(Digital transmission analyzers)(Digital transmission analyzers)(Digital transmission analyzers)(Digital transmission analyzers)
데이터 통신 분석기데이터 통신 분석기데이터 통신 분석기데이터 통신 분석기
(Data communication analyzers)(Data communication analyzers)(Data communication analyzers)(Data communication analyzers)
DS3/DS1 transmission test setsDS3/DS1 transmission test setsDS3/DS1 transmission test setsDS3/DS1 transmission test sets

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측정 분야(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Measurement Field) :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Other DC & LF measurements)

분류분류분류분류
번호번호번호번호

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측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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