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성적서가 디지털로 갑니다 
모든 교정데이터를 다음 단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줍니다. 

 
 

 

전통적인 교정성적서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측정기가 교정되었고 또 

어떻게 교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 

거를 갖추기 위해 전세계의 측정표준기 

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의 아날로그 

성적서보다는 디지털교정성적서 
(DCCs; Digital Calibration Certificates) 
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성적서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생산과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DCCs 의 지지기 

반이 되므로 디지털화가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모든 측정분야에서 유효한 보편 

적인 DCC 교환포맷을 개발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은 사 

용된 측정기를 주기적으로 교정함으로 

써 보증된다. 즉, 국가표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급성을 갖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주 

요 임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정성 

적서는 각 측정품질 관리체계에서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디지털교정성적서는 측정소급 

성의 증거 이상의 역할을 한다. 새로 개 

발된 DCC 는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승인 

된 교환포맷인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계가 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치화된 교정곡선 등을 포함한 모든 표현 

들을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 모든 디지 

털 지원 프로세스에 전달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암호화된 서명을 사용하여 교 

정성적서의 무결성과 신빙성을 보장하 

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 DCCs 에 사 

용된 암호기술은 독일시민등록사무소 

(“Standesamt"), 폐기물 관리 그리고 독 

일연방정부의 구매부서에서 사용되어 

그 가치가 입증되어있다. 

디지털교정성적서는 이미 그 이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더 많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시뮬 

레이션된 측정프로세스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인 분동에 이러한 디지털트 

윈이 이미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바 있다. 
이 “디지털 분동”은 교정 정보와 특정 주 

변조건 하에서의 분동의 예상 행동과 관 

련된 추정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교정성적서(DCC)의 기본 구조: 

1. (정형화된) 관리데이터는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확실한 식별을 위해 이러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 필드들은 선택없이 정의된다. 
2. SI 에 따라 다음 내용들이 기술되어진 경우 측정결과 부분은 정형화된다: 부호, 측정 

값, 확정측정불확도, 포함인자, 단위 그리고 시간(선택사항). 또한, SI 가 아닌 단위(해 

리, 수은 밀리미터, 당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SI 로 기술된 표시는 언제 

나 적용가능하다. 

3. 의견과 도형은 비정형데이터로 저장된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교환포맷 

(또는 생성될 포맷)으로도 저장될 수 있다. 

4.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아날로그 교정성적서와 유사한 파일로서 DCC를 완성한다.  

특히, 다음과 관련된 기관/사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메트롤로지의 기반 

· 교정기관 

· 품질 경영과 인증 

· 인더스트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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