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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that leads to
Reliability

분 석 평 가 센 터

VISION

V I S I O N 2 0 2 0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평가센터
신뢰성 있는 분석 평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 고객 가치 증대 및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C E R T I F I C A T E S

국제공인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인분석기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신뢰성평가센터

제품사고조사센터

ORGANIZATION

OUR MESSAGE

분석, 평가, 해석,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언제나 고객을 위해

RIST 분석평가센터의 시선은 이제, 세계를 향합니다

세계적인 RIST 분석평가센터,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RIST 분석평가센터는 세계 정상급 분석·평가·해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학연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성능 평가 및
불량 원인 해석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 시험 분석 및 평가 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노 영역은 물론
부품 단위까지 다양한 범위의 소재에 대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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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분석

유기
무기
환경

특성 평가

미세구조
표면

재료 평가

고객 상담

내구성
신뢰성

컨설팅
분석 상담

RIST 분석평가센터는 1987년 RIST 출범 이래,
산·학·연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성능 평가, 불량 원인 해석과 문제 해결
중심의 시험 분석 및 평가 해석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분석 기술 개발 및 평가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과, 특화된 분야에서 시험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이원화
인력 운영 체제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분석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센터는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시험분석 결과 및
해석 평가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헌 및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
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재 개발에서부터 부품과
제품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시료에
대한 화학조성, 미세 조직, 결정구조, 내구성, 기계적
특성 및 내환경 시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마음!
RIST 분석평가센터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존립하는 세계적인 시험 분석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5년 이상의 오랜 노하우를 갖춘 RIST 분석
평가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기술력과 첨단
설비를 활용해 철강 및 비철 소재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플랜트, 건축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센터장

박 신 화

SOLUTIONS

SOLUTIONS MAP

RIST 분석평가센터는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뛰어난 글로벌 감각으로
언제나 고객의 내일을 먼저 바라봅니다

데이터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에서 한 발 앞서갑니다

솔루션
대상 소재

산업
분야
항공

1

2

수송
산업

마그네슘 판재

니켈합금

티타늄합금

알루미늄함금

고장 분석
및
신뢰성 인증

자동차 부품 불량 원인 분석

자동차

원자력

에너지
·
플랜트

자동차용 도금강판 특성 평가
조선용 후판 특성 평가

원자력 발전용 압력용기

발전용 소재 특성 및 신뢰성 평가
API용 강재 및 접합 특성 평가

화력

발전소 배기가스 분석

원유 수송용 강재
후판

SOx, NOx

풍력발전용 소재 분석

신재생

3

리튬 염수

철광석

항공 소재용 경량 금속 소재 분석 및 평가

조선

종합 분석
솔루션

석탄

광물 자원 분석

다이옥신

대기오염 물질 분석

대기

미세먼지
SOx, NOx

석면 분석

환경

심화 분석
및
대외 인증

수질

수질 분석

토양

토양 분석

고순도 소재
극미량 원소 분석
대기오염 물질
분석

전기
·
전자

이차전지
특성·수명 평가

소재·부품
불량 원인 분석

표면처리재
표면·계면 특성 평가

화학 분석

형상 관찰

환경 분석

특성 평가

미세구조 분석

부식 평가

표면·계면 분석

내구성·신뢰성

무연 솔더볼
내지문 강판

분석
기술

양극 활물질

대용량 ESS 인증 및 평가

가전
반도체

탄소 음극재

이차전지 소재 특성 및 신뢰성 분석

이차
전지

전기강판
태양광 소자용 폴리실리콘

유기
분석

무기
분석

반도체용 소재 분석

형상
관찰

미세
구조
분석

가전용 접합 기술
가전용 판재 특성 평가
고순도 알루미나
고순도 SiC

표면
·
계면
분석

기계적
물성
평가

부식
시험

BUSINESS AREA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극미량 물질 분석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극미량(pico-gram 수준)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KOLAS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철소를 비롯한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다양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ST 분석평가센터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세계적 수준의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CDD Chromatogram

굴뚝 시료 채취

서비스 영역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Compounds),
PAHs(Poly Aromatic Hydrocarbons)
• 염소계 화합물(PCBs), 악취 물질 22종(HCHO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 Stack 배출 환경오염 물질
(SOx, NOx, HCI, HF, H2S, BTXs)

고순도 소재 극미량 원소 분석
원소 질량에 대한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는 물론
다양한 고순도 소재의 순도와 극미량 불순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GD-MS를 이용한 고체 시료의 전원소
순도 분석과 클린룸에서 전처리되는 고순도 재료의 극미량
무기원소 분석은 세계적 수준의 분석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처리

자동차 부품 불량 원인 분석

극미량 시료 분해실

고순도 Cu 시료 분해

크랭크축

고장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물론 복구
및 예방을 위한 권장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또 심층
적인 고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랭크축 피로균열 고장 분석

서비스 영역
FIB-SEM을 활용한 고장 분석 부위의 crack 관찰

서비스 영역
• 반도체 재료 및 원료의 극미량 원소 분석 : poly-Si,
SiC, Alumina, Silica 등
• 고순도 소재의 순도 분석 : Ta, W, Mo, Cu, Graphite 등
• 극미량 원소의 위치별 분포 분석 : mapping, depth
profiling 등

대기 중 시료 채취

•
•
•
•
LA-ICP-MS 분석

금속을 원천 소재로 한 부품의 고장 해석
표면 분석, 구조 분석 등 요소 기술에 의한 고장 분석
고장 기구 해석
고장 재현 시험

GD-MS 분석

피로시험

ESS용 소재 특성 평가

Co

Mn

Ni

SEI

Rod shape

C capping

자동차용 도금강판 특성 평가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표면 및 계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코팅 또는 도금재에 대한 표면 분석 및 계면 미세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XPS, GDS, SIMS 등을
이용한 표면의 미량원소 분석을 비롯해 FIB, FE-SEM,
Cs-corrected TEM을 이용한 나노 수준의 계면 미세구조
분석에 대해 세계적인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ternal
oxides
outward IL

Inward IL

XPS depth profile
Annealed steel surface
α.Fe-Zn

STEM HAADF image
GI inhibition layer
I'Zn-Fe

서비스 영역
• 철강 및 금속 소재에 대한 표면·계면 미세구조 분석
• 코팅층·계면층에 대한 원자 수준의 결정구조 및 화합물
상태 분석

Zn

Fe matnix

FE-EPMA images
Cross-sectionalimges of HPF steel

ESS(Energy Storage System)용 소재인 LIB 이차전지
양극·음극 활물질의 물리화학적 해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분석이
가능한 대기비개방 분석 장비들을 이용해 충방전 시험 후,
시편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및 열화 원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E-EPMA images

FIB-SEM imgae
cross-sectional image
of Active materials

서비스 영역
• 대기비개방 FIB를 이용한 내부 Crack 관찰 및 특정
영역에 대한 정량 분석
• 대기비개방 TEM을 이용한 코팅층 분석 및 표면층
결정구조 변화 해석
• 대기비개방 XPS, AES, GD-OES를 이용한 표면 SEI
해석
• In-situ XRD를 이용한 고온충·방전 상태에서의
상변태 거동 해석

TEM image
Lattice image of AI oxides

BUSINESS AREA

특성 평가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의 조화

다양한 소재의 미소 영역 및 산화층, 기능성 표면 처리층
등에 대한 형상, 조성, 결정구조, 방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 nm에서 수백 um의 수준까지 분석해 재료의 특성 평가
및 결함 원인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ST 분석평가센터는 신뢰도 높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s-corrected TEM

Synchrotron- XRD

FIB

FE-EPMA

서비스 영역
•
•
•
•
•
•
•
•

미세 조직 관찰(내부 구조 및 고해상도 형상)
결함 부위 해석 및 메커니즘 규명
미소 영역의 결정구조 해석 및 원소 mapping 분석
ppm 레벨에서의 미량 원소의 정성·정량 분석
표면층 수 nm의 원소의 및 분자구조 해석
깊이 방향으로 구성 원소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
박막 평가 및 다층 박막의 두께와 계면조도 평가
필수 요소 기술 개발 및 고장 분석

장비 소개
•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전자미소 분석기,
집속이온빔 전자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X-선 광전자
분광기, 주사형 오제분광 전자현미경, 이차이온 질량
분석기, 글로우 방전분석기

XPS

재료 평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석·평가·해석 분야에 대한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축적된 기술 및
경험과 우수한 평가 설비를 기반으로 고장 분석, 내구
시험, 부식 특성, 기계적 물성 등 재료 평가에 대한 종합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석
모든 물성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 분석 기술은 주요 구성
성분부터 극미량까지, 무기 원소 및 유기화합물의 구성
성분과 정량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ST 분석
평가센터는 정부로부터 KOLAS 시험기관, KOLAS 표준
물질 생산기관, 유해물질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있는 화학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영역
•
•
•
•
•
•

서비스 영역

HR-ICP-MS

GD-MS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의 화학 조성 분석
수질, 토양 시료의 성분 분석
반도체 빛 고순도 소재의 극미량 원소 분석
다이옥신, POPs, VOC 등 환경 유해 물질 분석
화학구조 및 코팅층 성분 분석
철강 인증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금속 소재에 대한 내환경성·내구성 시험 및 가속수명
시험법 개발
• 신뢰성 평가 기준에 의거한 평가 및 신뢰성 평가 인증
• 고장 해석 기술 개발 및 고장 메커니즘 규명
• 상온, 저온 및 고온 인장 시험에 의한 재료의 기계적
물성 측정
• 재료 경도시험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 초미소 경도시험)
• 고온 경도시험에 의한 재료의 고온 물성 측정
• 샤르피 충격시험에 의한 재료의 인성 측정 및 취성과
연성 전이온도 측정

장비 소개

장비 소개

• ICP-AES, AAS, GF-AAS, HR-ICP-MS, GD-MS,
LA-ICP-MS, C/S & N/O Determinator, IC, HPLC,
LC-MS/MS, HRGC/MS, Purge & Trap GC/MS, TDGC/MS, VOCs Analyzer

• 피로시험기, 크리프시험기, 염수분무시험기, 마모시험기,
솔더볼 접합력시험기, 열충격시험기, 사이클 부식시험기,
인장시험기, 충격시험기. 경도시험기 등

HRGC/MS

Raman

피로시험기

크리프시험기

사이클부식시험기

60톤 인장시험기

고온 비커스 경도시험기

INSTRUMENT LIST

HISTORY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 RIST 분석평가센터

우리의 두 눈에는 언제나 고객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고객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더 활기찬 내일을 열어 갑니다

1987
화학분석

X선회절분석기(XRD)

원자흡광분석기(AAS)

X-선잔류응력측정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프
(Ion Chromatograph)

공초점 레이저현미경
(Confocal Laser Microscope)

연소이온크로마토그래프
(Combustion ion Chromatograph)

고온 공초점 레이저현미경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ICP-AES)

금속현미경

라만분광기(Raman Microscope)

디지털 실체현미경

적외선분광기(IR Microscope)

편광현미경

영상분석기(Image Analyzer)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표면분석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with GPC)

주사형오제전자현미경(SAM)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MS)

광전자분광분석기(XPS)

수은분석기(Mercury Analyzer)

이차이온질량분석기(SIMS)

중금속분석기(Heavy Metal Analyzer)

글로우분광분석기(GDS)

형광X-선분석기(XRF)

원자간력현미경(AFM)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검출기(GC/ECD)

글로우방전 질량분석기(GD-MS)
고분해능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HR-ICP-MS)

주사전자현미경(SEM/EDS)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EDS/EBSD)
집속이온빔장치(FIB/FE-SEM/EDS/EBSD)
전자탐침미소분석기(EPMA)
전계방사형 전자탐침미소분석기(FE-EPMA)
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FE-TEM/EDS)
구면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Cs-corrected TEM/EDS/EELS)
방사광 X선회절분석기
(Synchrotron Radiation XRD)
방사광 X선흡수분광분석기
(Synchrotron Radiation XAS)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금속 분야 국내 최초

브리넬 경도시험기(Brinell HT)

2001
신뢰성평가센터
부품소재 통합연구단
방사광 XRD/XAS
빔라인

지정
선정
전용
가동

2008

염수분무시험기

2007
철강 소재 화학조성

2011

5톤/10톤/25톤/40톤/60톤 인장시험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KOLAS 최우수 국제공인시험기관
수상

철강 소재 미세 조직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10톤/25톤 고온 인장시험기

입도분석기

2000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지정

초미소 경도시험기(Micro HT)

500J/750J 샤르피 충격시험기

1996

1998

고온 경도시험기(High Temp. HT)
로크웰 경도시험기(Rockwell HT)

POSCO의 기술 경쟁력 강화 목적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으로
기관명 변경

기계시험 및 재료평가

비커스 경도시험기(Vickers HT)

미세조직 및 구조분석

1995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공인분석기관
지정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HR-GC/MS)

레이저삭마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Laser Ablation-ICP-MS)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
설립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2015
KOLAS 최우수 국제공인시험기관
수상

촉진 내후성시험기
크리프시험기
고온(1200℃) 크리프시험기
환경열화평가시스템
피로수명시험기
긁힘마모시험기

RIST 분석평가센터는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25년간 관련 산업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며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INFORMATION

우리의 두 귀는 고객 여러분의 고충 해결을 위해,
우리의 두 눈과 손끝은 언제나 세계를 향합니다!
RIST 분석평가센터는 금속재료를 포함한 첨단소재 및 환경 분야의
시험 분석 및 고장 해석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상의 시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가치, RIST 분석평가센터

접수 절차 안내

결과
·
정산

시험
진행

접수

상담

상담 054-279-6951
analysis6951@rist.re.kr

접수 및
054-279-6950
기타 진행 analysis6950@rist.re.kr

찾아오시는 길

포항역
분수대
국기
게양대
포항
TG

대련
IC

RIST 정문

포항시청

위덕삼성타운

유금
IC

공대
IC

분석
접수실

비즈니스룸

여
행
사

대잠사거리
연구동 출입문
SK뷰

ATM

안내실

포항화물터미널

주소 도로명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 RIST 분석평가그룹 (우) 37673
지번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번지 RIST 분석평가그룹 (우) 37673
홈페이지

http://rac.ri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