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 서비스
Calibration Service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국제공인교정기관
한국미쓰도요㈜ 부산지점은 KS Q I SO/ IEC 17025:2017에 의거하여 국제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측정공구 및 측정기기의 교정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교정이란?
측정기 정밀정확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위표준과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교정의 결과는 측정기의 사용여부 및 제품의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정의 필요성
측정기는 사용방법이나 시간경과에 따라 출하시의 최고성능에서 벗어나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불일치한 정도는 교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의 소급성(Traceability of Measurement) 
측정장비의 정확도를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다른 측정 장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차 표준(Primary Standard)으로 연결시키는 

문서화된 비교고리

※한국미쓰도요㈜ 부산지점의 표준기는 「미쓰도요(일본) 」, 「KRISS」, 국내 유수 교정기관의 표준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는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약자로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을 평가하여 시험·교정성적서의 
공신력을 보증하는 국제인정기구의 한국대표기구입니다.

BIPM

KRISS or
Mitutoyo

한국미쓰도요

산업체(현장측정기)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위와 
표준을 유지하는 국제기구

국가측정표준(KRISS)또는
미쓰도요에 소급된 표준기 사용

KOLAS

교정을 의뢰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교정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alibration

접촉식 좌표 측정기 (3차원 측정기)

 교정범위

  ; 0~1500 mm

비접촉식 좌표 측정기 (화상 측정기)

 교정범위

  ; 0~800 mm

형상 측정기

 윤곽 형상 측정기
 표면 조도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

측정 공구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홀 테스터/보어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등

* 측정 공구는 현장 교정 불가

제조사만이 제공 가능한 현장 교정 서비스 

•올바른 사용법의 솔루션 제공   •이상 발견시 즉시 해결   •숙련된 핸들링의 Calibration Performance



Measuring Instruments Calibration Package HIT

NEW

측정기기의 정도 검사(조정) , 이설(이전) , 복수/멀티 측정기의 교정 서비스를 미쓰도요만의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본사의 정식 수리방법과 순정부품만을 교체하는 한국미쓰도요만이 가능한 표준 수리서비스와
KOLAS 교정성적서를 제공합니다.

Mitutoyo Only

I  정도 검사 패키지

KOLAS 교정서비스와

정도 검사*

*ISO 국제규격 및 미쓰도요 검사 규격에 따릅니다.

II  이설 패키지

KOLAS 교정서비스와

측정기 이설 작업 + 재설치 후의 정도 검사

III  복수/멀티 패키지

동일한  측정기 또는 복합 측정기를 포함한

2대의 측정기를 교정하는
프리미엄 KOLAS 교정서비스

ex) 접촉 겸용 화상 측정기, 조도+윤곽 겸용 측정기 포함

Small Tool Instruments Calibration Package

공구
수리

공구
교정

http://www.mitutoyokorea.com

교정문의
hp_cal@mitutoyo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