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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DE & SCHWARZ
고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로데슈바르즈는 국가, 기간산업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가 위치한 로데슈바르즈는 비상장 독립 기업으로, 무선 통신 및 RF 측정
솔루션, 방송 및 미디어, 항공 교통관제 및 군용 무선 통신,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시
장을 선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자산
과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도 3개 사무소가 있으며, 전국 로데슈바르즈 지사 및 가까운 대리점을 통해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
비스 센터의 신속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테스트 및 계측

방송 및 미디어

고객 서비스 (수리, 교정 및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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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 방위 | 보안

사이버보안 및
네트워크

Service Range
로데슈바르즈는 전 세계 지사의 서비스 센터에 대해 Gold/Silver/Bronze의 서비스 레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최고 등급인 Gold 레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고객 여러분의 기
기에 필요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 서비스 레벨과 별도로 2002년 ISO 9001 인증 획득, 2003년 ISO/IEC 17025 KOLAS 인정을 획득한 로
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이들 인증을 근거로 제조사 교정 서비스와 KOLAS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
객 여러분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현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처럼 이동이 어려운 기기를 보유한 고객께서도 신속한 수리 및 교정, 그리
고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LAB SERVICE: CALIBRATION & REPAIR
Manufacturer Calibration (제조사 교정)
• ISO 9001:2015

Time & Material Repair (실비 수리)
• 사용 부품 & 인건비

Accredited Calibration (KOLAS 교정)
• ISO/IEC 17025:2017

Option Upgrade
• HW, SW Upgrade

Standard Price Repair (정액 수리)
• Predefined Price
• All coverage
• 1 Year Service Warranty

Spare Part Sales
• Spare part로 제공 가능한 부품 판매

ON-SITE SERVICE
On-site Repair
• Limited onsite service: 가능한 범위 지원
On-site Option Upgrade
• Limited option: 가능한 범위 지원
On-site Calibration
• 제조사 교정, 수량 단위 계약

CONTRACT & AGREEMENT
Service Option
• 신규장비에 대한 Option (WE / AW / CW)으로 구매 (Repair & Calibration Contract)
Comprehensive Service Contract
• Product Warranty 또는 기존 Contract 종료 후 서비스를 통한 Repair Contract (R1, R2..) 구매
• Repair & Calibration Contract (RC1, RC2...)
Service Level Agreement
• 시스템 단위의 맞춤형 계약체결, 대체장비 제공(옵션)
• 빠른 온  오프라인 대응
• 유지보수 비용의 투명성 극대화

CAL
I BR

ATION KC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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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 Precision
Perfect protection at al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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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고객이 보유한 기기의 편차를 확인하고 자동화된
Calibration을 진행하여 기기를 최적의 성능으로 복원하는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기의 편차가 허용 오차 이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교
정 서비스는 제품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제조사 교정 서비스 및 KOLAS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인정 교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제조사로서 가지는 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
인정 교정기관이 가진 정확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www.rohde-schwarz.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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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Calibration
로데슈바르즈 제조사 교정의 효과

UCS(Universal
Calibration System) :
Rohde & Schwarz
고유의 독창적인 ATE 시스템
• 표준화된 자동화 측정 시스템
• 제조사 전문 특화 교정
• Correction(Adjustment)
보정 기능
• 기기를 최적화된 상태로 복원
• 무인 자동 시스템

Data sheet tolerances
Adjustment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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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슈바르즈
제조사 교정으로
최적 상태 회복

Optimum

Recommended calibration interval

Adjustment threshold
Data sheet tolerances

허용 오차범위 초과

조정 필요

조정 후 측정 범위의 값

측정 불확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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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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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시스템 적용 기기
· Signal Generator ~ 50 GHz
· Signal Analyzer ~ 67 GHz
· EMI Test Receiver ~ 67 GHz
· Radio Communication Testers

제
조
사
샘 교
플 정
CS
U

U

CS

제
조
사
샘 교
플 정

성

적
서

자동화된 시스템 조정과 제조사의 노하우를 통해 제공되는 교정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제조사 교정 시스템으로 기기의 편차를 확인하고, 최적의
성능으로 복원되도록 자동 조정합니다. UCS 교정은 측정된 편차가 허용범
위 이내이더라도, 모든 편차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KOLAS Calibration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2003년 ISO/IEC 17025
KOLAS 인정으로, 국제 공인 교정기관 KC03-161호로 등록되
었습니다. 인정분야는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 측정, 406 RF 측
정 분야입니다.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국
제 인정 교정기관의 교정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정 적용 기기
•
•
•
•
•
•
•

국제 인정 교정기관
KC03-161호

Spectrum Analyzer
Signal Generator
Radio Communication Tester
EMI Test Receiver
Network Analyzer
Power Sensor
Oscilloscope

•
•
•
•

ISO/IEC 17025를 만족하는 성적서의 소급성이 필요하신 경우
시험, 교정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제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Spec Out 교정 결과의 해결 및 불량 판정 후 서비스 의뢰까지 One-stop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F irmware 업데이트, Software 갱신, Hardware 설치 등 제조사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기를 최신의 상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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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교정이 필요한 경우 ◆

성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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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Contract
기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는 고객 여러분의 필요
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옵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비스 지원과
Spare Part 판매를 통한 부품 공급을 통해, 기기 운용이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고객 모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비 수리 및 정액 수리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필요와 요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스템 단
위의 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andard Price Repair

Fixed Price Repair (정액 수리)
• 정액 수리비 프로그램을 통해, 수리 점검 전에 확정된 수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수리 비용에는 소요되는 모든 부품비, 인건비, 운임이 포함됩니다.

Minor Repair (최소 수리비 적용)
• 수리를 위한 부품과 시간이 최소로 필요한 경우, 표준 수리 비용이 아닌 최소 비용으로 책정된 비용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된 기기는 무상 운송됩니다.

Comprehensive Coverage (포괄적 적용 범위)
• SPR 프로그램은 기기 수리 및 제조사 교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Service Warranty (서비스 보증)
• 수리된 기기에 대한 1년간 전 범위의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소모품 및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불량 제외)

Time Saving (시간 절약)
• 견
 적 발행부터 고객 승인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소요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고객의 귀중한 기기를 가장 신뢰성 높은 제조사에서
수리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업데이트 및 추가비용 없는 재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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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Lab Service
Time & Material Repair
수리 시, 불량 원인이 되는 부품과 수리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실비로
산정하는 수리입니다.

Option Upgrade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 및 추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pare Part Sales
Basic module, Accessories, Housing, RF test port, Power cable, Foot 등 직접 수리 가능한 교체용
예비부품을 판매합니다

On-site Service
고객 요청에 따른 현장 서비스 지원

Repair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장 수리가 가능합니다.


Option Upgrade
제조사 보정 및 교정 시스템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Calibration
일정 수량 이상의 기기에 대한 교정 계약 시, 현장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ract & Agreement – Service Level Agreement
로데슈바르즈는 고객이 보유한 시스템 단위 기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공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스템에
대한 지원 계약 또는 Level 별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Benefits

· 제조사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 관리
· 계약으로 보장된 시간 내 신속 대응
· 고객과 제조사 간 서비스 투명성 확보
· 최신 tool에 의한 본사 협업으로 고객 지원
www.rohde-schwarz.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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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tension
로데슈바르즈 제품은 탁월한 정확성과 내구성으로 널리 알려

Extended Warranty
(WE1 - WE4)
제품별 보증 기간 이후 1~4년 추가 보증

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과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로데슈

Extended Warranty & Calibration Coverage
(CW1 - CW4)
제품별 보증 기간 이후 1~4년 추가 보증과 제조사 교정

바르즈코리아 서비스 센터의 보증 기간 연장 프로그램(Warranty Extension)과 수리 및 교정 유지보수의 계약(Repair &

Extended Warranty & Accredited Calibration Coverage
(AW1 - AW4)
제품별 보증 기간 이 후 1~4년 추가 보증과 KOLAS 교정

Calibration Contract)을 통해 안정적인 기기 운용과 최고의

보증 기간이 1년인 제품에 대한 WE 및 CW / AW

Customer Benefits
추가 보증
2년

WE 1
WE 2
WE 3
WE 4

Affordable & Predictable Costs

추가 보증
1년

CW 1 / AW1
CW2 / AW2
CW 3 / AW3
CW 4 / AW4

추가 보증
3년

• 예
 측 가능하고 예산에 반영 가능한

예시 : 12개월의
교정 주기를 가진
R&S®CMW500

기본 보증
1년

유지보수, 수리 및 교정 비용

추가 보증
4년

• 지
 속적인 기기 관리를 통한 장기적
인 비용 지출의 효율성 확보

보증 기간이 3년인 제품에 대한 WE 및 CW / AW

• 안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

기본 보증
3년

수리 및 교정
추가 보증
1년

WE 1
WE 2

Description

Warranty 기간 내 무상 서비스

를 통한 신뢰도 높은 서비스

Calibration coverage

Extended Warranty
(WE1-4)

Extended Warranty &
Calibration Coverage
(CW1-4)

Extended Warranty &
Accredited Calibration
Coverage
(AW1-4)







R&S Manufacturer - Calibration

R&S Manufacturer - Calibration

R&S Accredited - Calibration

R&S기준의 교정 주기에 따른 정기
교정 서비스
ISO/IEC 17025

R&S Manufacturer - Calibration

R&S Accredited - Calibration

HW upgrade 시 필요한 경우
교정 서비스

R&S Manufacturer - Calibration

R&S Accredited - Calibration

수리 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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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사만의 계측기기 관리 노하우

추가 보증
2년

CW 1 / AW1
CW 2 / AW2
Calibrations

예시 : 12개월의
교정 주기를 가진
R&S®FSW26

Firmware update







신뢰성 향상을 위한 예방 정비, HW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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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 Calibration Contract
기기 상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실 수 있습니

Repair Coverage

다. 또한,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지기

(R1 - R5)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리 및 교정에 드는 비용을 쉽게 예측하

Repair & Calibration Coverage

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
는 로데슈바르즈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기를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C1- RC5)
Repair & Accredited Calibration Coverage
(AR1- AR5)

계약 기간에 따른 제품의 R, C/A 및 RC/AR (교정 주기 12개월)
R1
R2
R3
R4
R5

• 교
 정 시 최신의 상태로 기기
업데이트

RC1 / AR1
RC2 / AR2
RC3 / AR3
RC4 / AR4
RC5 / AR5

• 투
 명한 수리 비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옵션

계약 기간
3년

계약 기간
2년

C1 / A1
C2 / A2
C3 / A3
C4 / A4
C5 / A5

계약 기간
4년
예시 : 12개월의
교정 주기를 가진
R&S®CMW500

계약 기간
1년

계약 기간
5년

계약 기간에 따른 제품의 R, C/A 및 RC/AR (교정 주기 36개월)
R1
R2
R3
R4
R5

• 보
 증 연장을 통한 계약 기간 동안
절대적인 가격 안정성 제공

• 유
 연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

RC1 / AR1
RC2 / AR2
RC3 / AR3
RC4 / AR4
RC5 / AR5

선택 가능

계약 기간
3년

계약 기간
2년

C1 / A1
C2 / A2
C3 / A3
C4 / A4
C5 / A5

계약 기간
4년
예시 : 36개월의
교정 주기를 가진
R&S®SMW200A

계약 기간
1년

계약 기간
5년

Calibrations

Calibration coverage

Coverage

Repair

Calibration
(R&S recommended intervals)

Calibration
(R&S recommended intervals) & Repair

Product

R1- R5

C1-C5

A1-A5

RC1-RC5

AR1-AR5

Repair Coverage

R&S Manufacturer
Calibration

R&S Accredited
Calibration

R&S Manufacturer
Calibration & Repair
Coverage

R&S Accredited
Calibration & Repair
Coverage

포함 사항
수리



수리 후 교정이 필요할 경우
교정 서비스



R&S기준의 교정 주기에 따른 정기
교정 서비스
ISO/IEC 17025





















최적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Adjustment











Firmware update











신뢰성 향상을 위한 예방 정비,
HW update











www.rohde-schwarz.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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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de & Schwarz
www.rohde-schwarz.com/kr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 주식회사

Head office (서울)
우06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5층 (논현동,팍스타워)
대표전화 : 02-3485-1900
팩
스 : 02-547-4300

Service Center (서울)
우06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5층 (논현동,팍스타워)
대표전화 : 02-3485-1977
팩
스 : 02-3485-1980

Gumi Support Center (구미)
우39171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1로 17 국산화지원센터 301호
대표전화 : 054-474-1950
팩
스 : 054-474-1951

Daejeon Support Center (대전)
우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9 (반석동) 더존타워 401호
대표전화 : 042-825-1966
팩
스 : 042-826-1976

Sales : sales.korea@rohde-schwarz.com
Service : service.korea@rohde-schwar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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