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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tte Service Done Right

Eppendorf Pipette Calibration



전문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장되는 글로벌 품질 표준 
피펫은 고정밀 기기이며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펫의 정밀도와 정확성은 다운

스트림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중요합니다.

피펫이 최고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험 결과에 의문이 생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pendorf의 정기 유지 보수, calibration 및 adjustment 
서비스는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피펫과 디스펜서가 재현 가능

한 결과를 계속 생성하도록 보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피펫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항

상 calibration에 대한 최신의 엄격한 국제 품질 표준을 따릅니다. 

다양한 calibration 옵션에는 내부 및 외부에서 피펫을 철저히 검

사하여 O- 링과 같은 부품을 적시에 교체 할 수 있습니다.

»Are Your Results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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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테스트 기간에 걸쳐 매월 표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새 

피펫은 그래프에 표시된 오류 한계 내에서 calibration됩니다.

그러나 마모로 인해 이 피펫의 calibration이 계속해서 상한선을  

향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 calibration 또는 adjustment 조치가 없으면이 피펫은 

결국 calibration에서 벗어나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고 신뢰할 수 없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alibration Drift Due to Wear and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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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lse is Important?

ISO 8655는 calibration시 다음 3개 볼륨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Nominal volume, nominal volume의 50 %, 유효 용적의 하한 

또는 nominal volume의 10 % (둘 중 큰 쪽). 

피펫의 오류 한계는 최소 용량에서 최대 용량까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10 % 및 100 % 용량은 체계적인 오류 한계 내에서 수행되

지만 50 % 용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상자는 1.000 µL 피펫의 교정 측정 세트를 나타냅니다.

왼쪽에서 4 회 측정 만 수행하면 0.3 %의 오류가 발생하여 피펫

의 0.6 % 오류 한계 내에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10회 측정을 모

두 수행하면 피펫의 0.6 % 한계를 상당히 벗어난 1.6 %의 오류

가 생성됩니다.

ISO 8655에서 권장하는대로 10회 측정을 사용하면 calibration
에 대한 더 많은 신뢰가 생성되고 결과가 통계적으로 더 정확해집

니다.

오류와 볼륨의 비선형 상관(non-linear correlation)을 보상하기 위해 3개 볼륨으로 Calibration

편차(Deviation)를 보상하기 위해 10회 측정 대 4회 측정으로 calibration

위의 그래프는 허용 오차를 벗어난 피펫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으

로 이 현상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이 피펫이 3개 볼륨을 모두 테스트하지 않고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4회 측정 - 평균 997 µL, 0.3% error 10회 측정- 평균 984 µL, 1.6% error



Dieser Kalibrierschein dokumentiert die
metrologische Rückführbarkeit auf nationale
Normale zur Darstellung der Einheiten in
Übereinstimmung mit dem Internationalen
Einheitensystem (SI).
Die DAkkS ist Unterzeichner der
multilateralen Übereinkommen der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EA) und der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zur gegenseitigen
Anerkennung der Kalibrierscheine.
Für die Einhaltung einer angemessenen Frist
zur Wiederholung der Kalibrierung ist der
Benutzer verantwor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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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endorf Vertrieb Deutschland GmbH
Standorte:

akkreditiert nach DIN EN ISO/IEC 17025:2018
accredited according DIN EN ISO/IEC 17025:2018

Mitglied im / Member of

Deutschen Kalibrierdienst Kalibrierzeichen
Calibration mark

Gegenstand
Object

EppendorfHersteller
Manufacturer

Typ
Type

Research plus 3120 0.10 - 2.50 µl

Single Channel Piston Stroke
Pipette

Fabrikat / Serien-Nr.
Serial number

O2xxxG
Ident-Nr.:

Auftraggeber
Customer

Test Lab

Auftragsnummer
Order No.

Anzahl der Seiten des Kalibrierscheins
Number of pages of the certificate

2

Datum der Kalibrierung
Date of calibration

26.10.2020

Dieser Kalibrierschein darf nur vollständig und unverändert weiterverbreitet werden. Auszüge oder Änder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ausstellenden Kalibrierlaboratoriums. Kalibrierscheine sind bei Nennung des für die Freigabe Verantwortlichen in Klarschrift auch ohne Unterschrift
gültig.
This calibration certificate may not be reproduced other than in full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issuing laboratory. Calibration certificates with the
full name of the approval responsible person are valid without signature.

Datum der Ausstellung
Date of issue

Freigabe des Kalibrierscheins durch:
Approval of the Certificate of calibration by:

Dieser Kalibrerschein wurde erstellt durch:
This calibration certificate was prepared by:

26.10.2020 John DoeMaggie Smith

Barkhausenweg 1
22339 Hamburg

Im Thal 4
82377 Penzberg

Mannheimer Straße 1
69115 Heidelberg

Magnusstraße 11
12489 Berlin

Peter-Henlein-Straße 2
50389 Wesseling-Berzdorf

Kalibrierschein / Calibration Certificate
erstellt durch die Kalibrierlaboratorien der
issued by the Calibration laboratories of the

This calibration certificate documents the
metrological 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s,
which realize the units of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The DAkkS is signatory to the multilateral
agreements of the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EA) and of the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calibration
certificates.
The user is obliged to have the object
recalibrated at appropriate intervals.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D-K-15057-01-00

Calibration certificate No.
Manufacturer
Volume range
Serial No.
In use at

Seite 2 von 2 Seiten zum Kalibrierschein

Location of calibration:

Calibration procedure: Test according to DIN EN ISO 8655 + DKD-R 8-1
Measurement
results
Test volume 0.25 µl 0.25 µl 1.25 µl 1.25 µl 2.5 µl 2.5 µl

mg µl mg µl mg µl
0.222 0.223 1.250 1.254 2.481 2.489
0.231 0.232 1.253 1.257 2.502 2.510
0.221 0.222 1.218 1.222 2.505 2.513
0.242 0.243 1.243 1.247 2.521 2.529
0.230 0.231 1.222 1.226 2.491 2.499
0.221 0.222 1.239 1.243 2.502 2.510
0.219 0.220 1.246 1.250 2.482 2.490
0.228 0.229 1.260 1.264 2.499 2.507
0.233 0.234 1.237 1.241 2.501 2.509
0.228 0.229 1.234 1.238 2.516 2.524

Caption: (...) deleted Values

Evaluation according to Manufacturer-quotated specifications
Evaluation
Average value [µl] 0.2275 0.2282 1.2402 1.2441 2.5000 2.5079
(es) [%] -8.71 -0.47 0.32
(CV) [%] 3.10 1.06 0.52
Spec. (es) [%] ±12.0000 ±2.5000 ±1.4000
Spec. (CV) [%] ±6.0000 ±1.5000 ±0.7000
U [µl] ±0.034 ±0.034 ±0.034
Evaluation OK OK OK
Caption: (es) systematic measurement deviation, (CV) concidential measurement deviation, (U) expanded measurement inaccuracy

Environmental conditions

Calibrated by John Doe
Date of calibration 26.10.2020
Print date 26.10.2020
Data transfer from scale automatisch
Balance-type WZA26-HC
Balance serial no. 0035301305
Last balance calibration 05.11.2019
With corresponding weights E2 serial no. GWI9509
Climate module serial no. 401107
Last climate modul calibration 18.12.2019
Temperature of air [°C] 21.70
Temperatur of water [°C] 21.60
Density of water [mg/µl] 0.99786
Air pressure [hPa] 997.10
Air humidity [%] 54.30
Factor-Z [µl/mg] 1.00318

Comments

Information:
The uncertainty stated is the expanded uncertainty obtained by multiplying the standard uncertainty by the Coverage factor k = 2.
It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EA-4/02 M: 2013. The value of the measurement lies within the assigned range of values with a propability of 95%.

Information: The details of the air humidity in the laboratory are only for information. All balances have evaporation traps. This guarantees relative air humindity of > 90%.

Eppendorf Vertrieb Deutschland GmbH
Barkhausenweg 1, Hamburg, 0180 335 59 11

Eppendorf Vertrieb Deutschland GmbH, Hamburg

Calibration subject
218xxxx-00
Eppendorf
0.10 - 2.50 µl
Sample Pipette
Test Lab

Type of pipette
Device-ID No.
Used tip

As-left measurement
Research plus 3120

Eppendorf epT.I.P.S.®

2020-10

2183902-00

D-K-
1505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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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ppendorf Pipette Service?

ISO 적합성을 넘어서

당사는 5000개 이상의 피펫 제조업

체 사양을 유지하고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따라 ISO 8655 표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 제조업체 표준을 준수

합니다.

공인된 서비스 센터

주요 시장에서 ISO 17025 공인 교정 

프로세스는 현장 또는 서비스 센터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 취급 전

문파트너로서 당사는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

습니다.

Audit-proof Documentation

당사의 교정(Audit) 문서는 자격 및 

규제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량 

감소로 인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당사 교정 시설은 

당사의 CFR21 part 11 준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합니다. 

60년 이상의 경험

1961년 최초 피스톤 스트로크 피펫

을 출시한 이래로 우리는 사용자 결

과 개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피펫 

제조 및 서비스를 끊임없이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 

고도의 자격을 갖춘 당사의 기술자는 

200 시간의 교육을 거쳐 피펫을 서비

스하기 전에 인증을 받기 위해 엄격

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철저한 유지관리

당사 교정 서비스에는 내부 및 외부

에서 피펫을 철저히 검사하여 O-ring
과 같은 웨어러블 부품을 적시에 교

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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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endorf Calibration Process

오염물 제거 (Decontamination)
고객의 오염 제거 고지서를 확인한 후 모든 피펫은 교정 시설로 전달되

기 전에 추가 Eppendorf 오염 제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 및 수리

 > 요청시 As found examination 및 calibration
 >  장비 외부 및 내부 부품 청소 및 유지 관리  
(필요시 윤활, 마모 부품 교환) 
 > 누출 테스트 (Leak testing)
 > 필요한 수리 수행

Calibration 및 Adjustment
 >  ISO 8655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정밀 싱글/멀티 채널용 저울 사용

 > 각 고유 제조업체 피펫 팁 사용

 > ISO 8655 에 따른 측정

 >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 평가 
(ISO 8655 또는 customer SOP error limit 요청시)

 >  장비가 오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조정(Adjustment)
 >  ISO 17025 calibration certificate - 요청시

라벨링과 패키지

 >  장비는 배송 준비가 된 교정인증서 및 서비스 리포트와 함께 포장

 >  각 장비에는 교정 날짜가 표시된 교정 서비스 스티커가 부착

 >  안전한 포장으로 배송되고 최상의 상태의 피펫 제공



피펫을 얼마나 자주 calibration 해야합니까?

 >  Calibration 빈도에 대한 품질 표준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Calibration 빈도는 사용자 수, 피펫 사용 빈도, 분배 된 액체 유형 및 허용 오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1 년에 한 번 ISO 8655에 의한 적합성 갱신을 권장합니다.

적합성 갱신(renewal of a conformity)이란 무엇입니까?

 >  Calibration / 적합성 갱신(Renewal of conformity)은 pipette maintenance와 As-Left calibration으로 구성됩니다.  

ISO 8655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피펫이 ISO 8655 요구 사항 또는 제조업체 사양과 같은 더 엄격한 사양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기를 수리할 수   없으면 어떻게됩니까?

 > 우리는 귀하에게 이에 대해 안내 후 보상판매 플랜을 제공할 것입니다.

 > 요청시 기존 기기를 폐기하거나 다시 보내드립니다.

ISO 17025 calibration certificate이 무엇인가요?

 >  ISO 17025 calibration certificate에는 교정 프로토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측정 불확도 및 실험실의 인증 확인도 포함됩니다.  

Raw data 정보가 포함된 ISO 17025 calibration certificate는 calibration에 대한 추적성 체인을 보장합니다.

Preventive maintenance없이 calibration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s-Is protocol은 As-Left calibration 또는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적합성 갱신 전에 수행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피펫의 calibration 상태이

며 적합성 갱신 전 피펫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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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들 FAQ 

 >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  
www.eppendorf.com/pipette-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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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calibration, 일반적인 calibration, ISO 17025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는 지역 Eppendorf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빠르게 피펫을 되돌려 받으시고 싶으시면, On Site Service를 신청하시거나 택배/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별도 문의 T:1577-7167)

Eppendorf의 피펫 서비스는 일련의 ISO 17025 공인 기업 

서비스 센터와 Eppendorf 교육 및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제공됩니다.

Eppendorf의 피펫 서비스를 표준화하면 모든 지역에서 피펫팅 

결과가 일관되고 재현 가능합니다.

   Eppendorf Service Organization  
(ISO 17025 accredited pipette service labs  
in 19 countries)

   Eppendorf-trained and certified Service Provider

Worldwide Pipette Calibration Services

Service Center or On-Site Service



Pipette Calibration Service

www.eppendorf.com/epServices

Eppendorf®, the Eppendorf Brand Design, Eppendorf Reference®, and the epServices®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ppendorf AG, Hamburg, Germany.  
U.S. Design Patents are listed on www.eppendorf.com/ip ·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graphics and images · Copyright © 2020 by Eppendorf AG.
Order No.: AA01 018 920/EN1/5T/1120/SSO

Your local distributor: www.eppendorf.com/contact
Eppendorf Korea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10층 (Tel 1577-7167)  
service@eppendorf.kr · www.eppendorf.kr

Calibration Services – 주문 정보

Service Calibration  
measurements 
»As Is«

Calibration  
measurements 
»As Left«

Decontamination 
from outside*2

Checking,  
cleaning, lubri- 
cating*4 before 
calibration

Single channel 
pipette/ 
dispenser

8-channel 
pipette

12-channel 
pipette

16-channel
pipette

24-channel 
pipette

ISO 8655 
without  
Preventive 
Maintenance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0082 000 140 0082 000 161 0082 000 162 0082 000 181 0082 000 182

ISO 8655 
including  
Preventive 
Maintenance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included 0082 000 142 0082 000 165 0082 000 166 0082 000 185 0082 000 186

3×4  
without  
Preventive 
Maintenance

4 per test volume*1 included 0082 000 139 0082 000 159 0082 000 160 0082 000 179 0082 000 180

3×4  
including  
Preventive  
Maintenance

4 per test volume*1 included included 0082 000 141 0082 000 163 0082 000 164 0082 000 183 0082 000 184

Calibration Service Packages – 주문 정보 
Service Calibration  

measurements  
»As Is«

Calibration  
measurements  
»As Left«

Outside decontami-
nation*2; checking, 
cleaning, lubrication*4 

ISO 17025 Accre- 
dition calibration 
certificate

Single channel 
pipette/ 
dispenser

8-channel 
pipette

12-channel 
pipette

16-channel
pipette

24-channel 
pipette

ISO 8655 
Verified

4 per test volume*1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0082 000 234 0082 000 235 0082 000 236 0082 000 237 0082 000 238

ISO 17025 
including  
Preventive 
Maintenance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included 0082 000 143 0082 000 167 0082 000 168 0082 000 187 0082 000 188

ISO 17025 
Advanced

4 per test volume*1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included*3 0082 000 227 0082 000 228 0082 000 229 0082 000 230 0082 000 231

ISO 17025 
Professional

10 per test volume*1 10 per test volume*1 included included 0082 000 220 0082 000 221 0082 000 222 0082 000 223 0082 000 224

ISO 8655
ISO 8655는 피펫을 보정해야하는 표준 기준

과 각 부피에서 사용해야하는 최대 허용 오차 

한계를 정의합니다. ISO 8655 기준에는 3개 

볼륨에서 측정, 각 볼륨에서 10개 측정, 실내 

환경 제어가 포함됩니다.

ISO 17025
ISO 17025 인증은 엄격한 품질 규칙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준수를 

인증합니다. ISO 17025 기준에는 

측정 장비, 측정 불확도 값 및 승인된 

품질 표준에 대한 추적 연결 고리가 

포함됩니다.

Eppendorf 및 기타 브랜드 피펫에 대해 엄격하고 검증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Additional Services – 주문 정보

ISO 17025 Calibration Certificate 0082 000 211

Advanced Documentation, Excel file for calibration  
information on all pipettes/dispensers per order 

0082 000 212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  
On-site calibration services in your own laboratory inquire

Labor Charge, 15 min. of repair services,  
time unit of one technician

0082 000 210

*1 10%, 50% and 100% of nominal volumes for variable volume instruments.
*2  Pipettes and dispensers and package equipment need to be decontimated before sending in. 
*3 ISO 17025 accredit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is included in the second calibration after the maintenance.
*4 Internal parts

서비스 제공 내용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www.eppendorf.com/epServices에서 오염 제거 양식을 다운로드 하세요.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증번호 KC18-347호)

 CALIBRATION  NO. KC18-347 

교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