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SSON 2.

구매단계 검사프로세스
공장검사(Source Inspection)및
사례스터디

검사및시험관리
(INSPECTION  AND  TEST  CONTROL)



Project 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자로부터 획득하는 과정으로

Project 품질확보 및 이윤창출의 중요한 역할

- 적정 품질(Proper quality)로 : 요구사양에 알맞은

- 필요 시기(When needed)에 : 현장 설치시점에 맞추어

- 적정한 시장가격(Right price in the market place)으로 조달

구매란?

구매관리 핵심 포인트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구매의 정의



- 기자재 소요 물량 산출(설계도서 검토)

- 구매시방(사양)서 작성(기자재 규격, 특성 , 요구성능 파악, 품질확보 방안 등)

- 예상공급자 조사 및 평가(공급원 확보)

- 입찰 및 계약체결

- 제작단계 품질확인(품질보증 감사, 공장검사, 제출서류 검토)

- 입고단계 품질확인(제출서류 검토, 인수검사)

※ 구매관리가 Project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발주된 기자재의 품질확보 방안으로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공장검사 및 인수검사 수행

구매단계 주요 프로세스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구매 프로세스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 과거에 발행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

• 원전 이어 무기 부품도 241개 업체에서 2,749건 성적서 위·변조

• 전 산업계는 물론, 국가적인 신뢰 추락

원전 구매성적서 위조 사건

구매실패 사례

美 언론 한국 원전비리, 비싼 대가 치를 수도 - YouTube (360p).mp4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사양과 재질이 다른 석재앙카 사용

표준시방서 규격

STS 304

반입된 자재

STS 201, STS 410 등

인수검사 시

시약Test로 확인 가능

구매실패 사례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발주된 품목이 구매문서의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생산)되고 있는지를

제작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하는 행위

 구매자와 공급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Code / Standard Specification / Drawing 등에 명시된 합격기준에 따라

제품의 상태, 칫수, 성능 및 품질 등을 관찰, 검사, 시험 및 측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료, 부품, 기자재 등의 적합성에 대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행위

■ 공장검사(Source Inspection)란

공장검사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구매자와 공급자와의 계약조건(Contract Requirement) 이행 확인

 제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서 현장 설치 시

또는 시운전시에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

 품질이 확보된 기자재를 적기 공급함으로서 매출에 기여

 고객 및 시장의 신뢰 확보

공장검사

■ 목 적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제작 착수전 회의(Pre-inspection Meeting)

- 계약서의 품질요건 확인

- 제작사의 품질시스템 점검(공급자 평가시와 비교)

- 생산 및 시험설비, 제작/검사 계획 파악

- Communication  Channel(의사소통 경로) 확인

 중간검사(Intermediate Inspection)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상의 입회 검사점

- 지정된 공정중의 검사항목에 대해 제작사를 방문하여 품질 확인

- 차기 공정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판정

■ 검사시기에 따른 분류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최종검사(Final inspection)

- 제작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계약서 요건과 일치여부 확인

- 구매요건에 명시한 제출요구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 미결사항, 부적합사항의 종결여부 확인

- 제품의 식별 및 포장상태 확인

- 제품의 출하 승인

 상주검사

발주자와의 계약요건 및 제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제작 초기단계부터 최종검사 완료 시까지 제작사에 상주하면서 검사업무 수행

■ 검사시기에 따른 분류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구 매 자 공 급 자

검사항목 선정

구매 발주 ITP 작성

검사점 지정 검사요청

검사

검사보고서 발행

구매문서에 공장검사 요건 명기

구매계약 체결

재작업
실시

검사점 지정 요청

No

Yes

후속 공정 승인

검사일정 조정

■ 공장 검사 Flow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 관련서식 : 공장검사 계획서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 관련서식 : 검사 및 시험 계획서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 관련서식 : 공장검사 요청서



구매단계 검사 프로세스 공장검사

◆ 관련서식 : 공장검사 보고서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 원자재 진위여부 확인(Mill sheet)

• Mill Sheet 내 부재 치수 및 강종과 제작중인 철골 부재의
Label과 일치 여부 확인

강종 확인

규격 확인

부재 번호 확인

부재 Label에서

강종과 규격확인

 Mill Sheet/ 부재 Label 확인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Mill Sheet에서

철골 부재 재질을

확인하세요!!!

철골 부재 재질 확인(Mill Sheet)

일반구조용강재
전기저항값

(Ωㆍcm)

SS400 17 이상 ~ 20 미만

SS490 20 이상 ~ 23 미만

용접구조용강재
전기저항값

(Ωㆍcm)

SM400 18 이상 ~ 21 미만

SM490 22 이상 ~ 26 미만

• Steel Checker 기기로 재질/강도 확인

23 Ωㆍcm → SM490 

◆ 입고자재의 재질/강도 확인

 금속재질 확인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 모재와 동종의 용접재료 사용 확인

• 용접 모재와 용접재료 일치 여부 확인

- 용접재료 제품 Catalog 확인

용접재료는
WPS(용접절차서)에
명기되어 있음

예) WPS

 용접재료 확인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 용접사 기량 Test 및 자격부여 확인

• 기량 Test에 의해 자격 부여된 용접사

용접자세에 따른 자격취득 확인

용접결함 검사(RT 검사 후 필름보관)

시험편 준비

기량 Test

기량 Test에 의한 자격부여 현황 확인

불합격 1명

 유자격 용접사 작업여부확인



초음파탐상보고서

확인내용
① 제작도면 번호 확인 ★★

1
2
3

4

④ 용접 방법 확인 ★★
FCAW → Flux Cored Arc Welding

③ 용접절차서 (AWS D 1.1 PART 6) ★
→ 미국용접학회 구조용 강재 용접절차서로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⑤ 용접 위치별 합격 / 불합격 여부 ★★★

5

6

⑥ 시험자, 판독자, 승인자의 자격부여 여부 확인 ★★

② 부재 재질(SHN490, SM570TMC) 두께(50mm) 확인
★★

▶ 완전용입용접(CJP) 및 기둥용접:
UT 100%

* Complete Joint Penetration

◆ 용접 비파괴검사(제3검사기관)실시여부 확인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 품질검사 보고서와 출고증 부재번호 확인

• 원자재 Mill Sheet, 비파괴검사, 표면검사,

안전시설물, 치수검사 합격여부 확인

공장 자체 품질검사 결과

◆ 검사성적서(진위여부) 및 출하승인서(출고증) 확인

철골제작 공장검사 사례

 품질검사 보고서(검사성적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