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성적서(교정필증)의 차기교정일 표기 안내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교정의뢰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에    

차기교정일(교정주기)의 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교정의뢰 장비의 차기교정일 표기 여부를 “교정신청서” 양식

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내 관 련 법 령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KOLAS-G-008) 】

   제4조 교정주기

   4.1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제제제14141414조 조 조 조 제제제제2222항의 항의 항의 항의 규정에 규정에 규정에 규정에 의거 의거 의거 의거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주기적인 주기적인 주기적인 교정을 교정을 교정을 교정을 실시하기 실시하기 실시하기 실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측정기의 측정기의 측정기의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별표 별표 별표 별표 1111에 에 에 에 규정된 규정된 규정된 규정된 주기주기주기주기((((개월개월개월개월))))를 를 를 를 준용한다준용한다준용한다준용한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일 뿐이다. 따라서,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 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4.2 따라서, 측정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전후 교정성적서의 데이터 비교, 점검 표준 등을    

       활용한 측정데이터의 경향분석(Trend Analysis) 등을 통해 최적주기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S Q ISO/IEC 17025:2017 】

   7.8.4 교정성적서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7.8.4.3항 : 교정성적서와 교정 라벨에 대한 추가 정보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 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6)을 참조한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 (KOLAS-R-006) 】

   5.8 교정성적서 및 라벨의 5.8.2.1 성적서 작성양식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 4-5) 4-5) 4-5) 4-5)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비고비고비고비고3) 3) 3) 3)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고객과 고객과 고객과 고객과 합의가 합의가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루어진 경우를경우를경우를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된다된다된다된다....

            (ISO/IEC (ISO/IEC (ISO/IEC (ISO/IEC 17025 17025 17025 17025 7.8.4.37.8.4.37.8.4.37.8.4.3항 항 항 항 참조참조참조참조))))

관련문의

【 교정기술원(주) 품질책임자 】

   정 : 이재호 전무 (031-379-5103, jaeho.lee@sict.co.kr)

   부 : 김은호 부장 (031-379-5105, eunho.kim@si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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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성적서(교정필증)의 차기교정일 표기여부 확인서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교정의뢰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에 차

기교정일(교정주기)의 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아래의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교정의뢰 

장비의 차기교정일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내 관 련 법 령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KOLAS-G-008) 】

   제4조 교정주기

   4.1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제제제14141414조 조 조 조 제제제제2222항의 항의 항의 항의 규정에 규정에 규정에 규정에 의거 의거 의거 의거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주기적인 주기적인 주기적인 교정을 교정을 교정을 교정을 실시하기 실시하기 실시하기 실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측정기의 측정기의 측정기의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교정주기는 별표 별표 별표 별표 1111에 에 에 에 규정된 규정된 규정된 규정된 주기주기주기주기((((개월개월개월개월))))를 를 를 를 준용한다준용한다준용한다준용한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일 뿐이다. 따라서,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 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4.2 따라서, 측정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전후 교정성적서의 데이터 비교, 점검 표준 등을    

       활용한 측정데이터의 경향분석(Trend Analysis) 등을 통해 최적주기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S Q ISO/IEC 17025:2017 】

   7.8.4 교정성적서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7.8.4.3항 : 교정성적서와 교정 라벨에 대한 추가 정보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 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6)을 참조한다.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 (KOLAS-R-006) 】

   5.8 교정성적서 및 라벨의 5.8.2.1 성적서 작성양식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 4-5) 4-5) 4-5) 4-5)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교정필증의 비고비고비고비고3) 3) 3) 3)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교정필증에는 고객과 고객과 고객과 고객과 합의가 합의가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루어진 경우를경우를경우를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교정주기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수록해서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된다된다된다된다....

            (ISO/IEC (ISO/IEC (ISO/IEC (ISO/IEC 17025 17025 17025 17025 7.8.4.37.8.4.37.8.4.37.8.4.3항 항 항 항 참조참조참조참조))))

【 교정기술원(주) 품질책임자 】

   정 : 이재호 전무 (031-379-5103, jaeho.lee@sict.co.kr)

   부 : 김은호 부장 (031-379-5105, eunho.kim@si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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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회사명 성명 (인) 연락처

교정주기운영

□ 자체설정주기 (교정성적서 & 교정필증에 차기교정일이 표기 안됨)

□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주기 (교정성적서 & 교정필증에 차기교정일이 표기됨)

교정의뢰기간 (합의기간) 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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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술원(주) 대표이사 이창수

www.sic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