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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교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1)에 따라 

해당분야 교정기술에 대하여 

해당기준(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과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이며, 

국내 · 외에서 인정되는 교정성적서를 제공함.

계측기 교정은 

계측기가 표시하는 측정값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측기 사용범위를 구간으로 나누어 

교정하고 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측정불확도를 산출한 교정성적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측기 교정기술을 제공하는 것.

기술 내용

  목적 및 필요성
●   국가 측정표준과 소급성을 유지함으로써, 계측기의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값이 허용범위 이내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

●   제조 및 검사 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 

하고,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

  교정 항목
●   KOLAS 인정분야

   - 길이 및 관련량 : 선형치수, 기타 길이 관련량

분류번호 교정항목 현장교정

102. 선형치수

10214 게이지 블록 : 비교교정 N

10216 높이 게이지/측정기 N

10228
원통형 플러그/핀 게이지,
나사 측정용 와이어 게이지

N

10230 원통형 링 게이지 N

106. 기타길이 관련량

10605 다이얼/디지털 게이지 N

10609 지침 측미기, 테스트 인디케이터 N

10612 내측 마이크로미터 N

10613 외측 마이크로미터 N

기술 우수성

  기술특징
●   2001년부터 현재까지 KOLAS 공인교정기관 유지

(인정번호 : KC01-033)

●   KOLAS 인정 교정기술인력, 환경, 장비 및 방법의 

교정능력 보유

  기대효과
●   계측기 교정 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부여

●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신뢰성 확보

●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복

검사의 해소, 수출 비용 절감 등

기술 적용현황

●   사내 계측기 교정(연간 약 230건)

●   외부 계측기 교정(의뢰 시)

제공 가능 품목

●   선형치수 및 기타길이 관련량 계측기에 대한 

   교정 서비스< KOLAS 인정서 >

< 게이지 블록 >

< 게이지 블록 비교기 >

< 표준측장기 >

< 전기 마이크로미터 >

< KOLAS 인정마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