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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소재 원인 분석

분석 서비스 종류
             ■  제품 불량 : 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한 제품 불량 원인 분석

             ■  결점 원인 : 제조 공정 중 품질 개선 목적을 위한 원인 분석

             ■  고장 원인 : 클레임 발생 제품에 대한 원인 분석

대상분야
             ■  의류용 섬유 (원사, 원단, 완제품)

             ■  가정용 섬유 (카펫, 소파, 침구류, 침대 등)

             ■  산업용 섬유 (건축용, 자동차용, 부직포, 필터 등)

             ■  기능성 섬유 (메디컬용, 스포츠용 등)

             ■  특수 섬유 (탄소섬유, 나노섬유, 방화복 등)

분석분야
             ■  공정과정별 불량 원인 분석

             ■  보관, 취급에 따른 불량 원인 분석

             ■  외관불량 : 원사, 원단, 의류 완제품 등

             ■  이물질 : 성분분석, 형상. 형태 확인, 곰팡이 등

             ■  제품 변색 : 황변 및 변색 현상 확인

             ■  물리적 변형 원인 분석

             ■  고장제품 : 현상 재현 시험

분석 사례

1. 섬유 소재 원인 분석

■  섬유 소재 이염/오염 : 색상 차이, 얼룩, 점 등

■  섬유 소재 변색/탈색 : 황변, 백화 현상 등

■  섬유 소재 손상/훼손 : 균열, 절단, 구멍 등

■  섬유 소재 신장/수축 : 세탁, 드라이클리닝, 열 등

■  섬유 소재 이물질 : 비사혼입, 곰팡이 등

■  섬유 소재 줄 발생 : 직물, 편물 각종 줄 발생 분석

■  섬유 소재 냄새(악취) : 벤젠, 톨루엔, 산에 의한 냄새 분석

■  섬유 소재 외관변형 : 형태 변형, 광택 저하, 부식, 흑변 등

■  섬유 소재 열화변형 : 열열화, 광열화, 가수분해 등

2. 산업용 섬유 소재 원인 분석 및 표면 분석

■  제품의 물성 저하 현상

■  제품의 오염, 부식, 산화, 불순물, 변색

■  재료의 구조, 코팅 관찰

■  재질 분석 및 구성

■  섬유기반 복합체의 변형

■  원소 성분 분석

■  표면 이물질 성분 분석 및 형상 확인

■  내부 이물질 형태 확인

■  탄소섬유의 원소 구성 및 구성비 분석 

■  제품의 결정 형태 확인

곰팡이 확인 나노 방사 확인 XPS 원소 분석 SPM 표면 분석



Advanced Analysis Equipment 

분석기기
초정밀 표면분석장비, 견뢰도 시험 장비, 물성 시험 장비, 기능성 측정 장비, 열적, 화학적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일반 섬유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능성, 

특수 섬유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제품 생산공정 단계 및 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표면분석 장비

XPS  X-ray 광전자분광기 SPM 주사탐침 현미경 SEM 주사전자 현미경 디지털 현미경 X-Ray 검사시스템

화학분석 시험 장비 Smart textile 시험 장비

MALDI-Tof 질량분석기 GC-Mass/LC-Mass 의복압 및 압력 측정기 면저항 시험기

견뢰도 시험 장비

Whether-O-meter
내후성시험기기 외

물성 시험 장비

만능 재료 시험기 외

기능성 시험 장비

수분 관리 제어 시험기 써멀 마네킨 분광 광도계 외

상담

불량 제품과 정상 제품 제시

불량품 발생 원인 상담

신청 접수

신청서 작성

발급예정일 안내

불량원인추정

시험항목,시험방법 선정

시험항목별 시료 준비

원인 분석 규명 시험

시험 시험 결과 검토

불량 현상과 재현성 결과 비교

수수료 산정 및 견적서 발송

> > > >

최종보고서 작성

원인 분석 및 종합의견 작성 최종보고서 검토 및 승인수수료 수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수납 최종보고서 검토 최종보고서 발급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3~4주

수수료:기본수수료+추가수수료(기간 및 수수료는 

원인 규명의 범위,기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

분석 서비스 절차



www.f iti.re.kr
www.facebook.com/f iti.home
www.instagram.com/�ti.home/

FITI시험연구원 서울본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

02)3299-8000

원인 분석 담당자

시험분석본부 시험운영지원팀

원인 분석/표면 분석 담당자

02)3299-8146

시험 수수료

시험분석항목                          세부옵션                             수수료                                          비 고

일반 원인 분석

법원 제출용 원인 분석

법원 감정 원인 분석

기본료

시험 비용

기본료

시험 비용

기본료

시험 비용

1,000,000

+ ∝

2,000,000

 + ∝

3,500,000

 + ∝

-

적용 시험 비용 추가

-

적용 시험 비용 추가

-

적용 시험 비용 추가

* 분석 보고서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발급됩니다.

SEP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