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50401 12 12 102,900   호퍼 스케일용 수분 측정기는 실비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50402 12 12 102,900   〃

50403 12 12 실비 〃

측  정  분  야(Measurement Field) : 504. 수분(Moisture)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목재 수분계
(Wood moisture meters)

종이 수분계
(Paper moisture meters)

곡물 수분계
(Cereal moisture meters)

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이하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표준소급비

50301 12 12
기본 및 추가
수수료의 10 %

1 실비 〃

2
1) 3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1 97,800     〃

2 146,700   〃

50302 12 12 〃

1 97,800     
1) 3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2 146,700   
1) 3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3 실비 〃

50303 12 12 92,900     
1) 3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50304 - 12
1) 3 측정점 기준
2) 추가 측정점 마다 30 % 추가

〃

1 72,600      〃

2 108,900    〃

50305 12 12 실비 〃

50306 12 12 400,000   〃

50307 12 12 실비 〃

습도 기록계

온,습도 기록계

온·습도 기록계; 자기온습도기록계 등
(Temperature humidity recorders;
hygrothermograph, etc.)

습도 발생장치; 이압력식/이온도식/
분류식 습도발생장치, 항온항습기 등
(Humidity generators; two-pressure, two-
temperature, flow mixing humidity
gererator,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 etc.)

기타 습도계; 광자감쇠분광법, 석영미소
질량법, P2O5 전기분해법, 적외선 센서 등)

(Others; CRDS, QCM, P 2O5 electrolytic,

Infrared sensor, etc.)

노점/상대습도 변환기
(Transducers; dew-point/relative humidity)

알루미나 박막 온,습도계
(Alumina thin film hygrometers)
피막 온,습도계
(Membrane thin film hygrometers)

노점 습도계
(Dew point instruments)
자동 노점 습도계
(Hygrometers)

노점 습도계; 냉각거울, 알루미나 박막 등
(Dew-point hygrometers; chilled mirror,
alumina thin film, etc.)

모발 습도계
(Hygrometers, hair)

건습구 습도계;
아스만 통풍, 저항온도계식 등
(Psychrometers; Assmann ventilated, PRT
type, etc.)

고분자 박막 온.습도계
(Polymer thin film thermo hygrometers)

상대습도 습도계; 고분자 박막, 모발 등
(Relative humidity hygrometers; polimer
thin film, hair, etc.)

고분자 박막 습도계
(Polymer thin film hygrometers)

측  정  분  야(Measurement Field) : 503. 습도(Humidity)

분류
번호

측정기명

권장교정주기 표준 교정수수료 (원)

알루미나 박막 습도계
(Alumina thin film hygrometers)

알루미나 박막 습도계
(Alumina thin film hygrometers)
피막 습도계
(Membrane thin film hygrometers)

온
도

및

습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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