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사양서 첨부2>

품질보증 요구조건



- 1 -

목    차

제 1 장  용어의 정의 ......................................................................................... 2

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 3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 3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 3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요건 ........................................................... 4

4. 출하승인서 ......................................................................................... 4

제 3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 6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 6

2. 검사계획 일반사항 ........................................................................... 6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작성 ....................................................... 6

4. 구매자의 품질검사 ........................................................................... 7

5. 부적합사항 관리 ............................................................................... 8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 8

제 4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 10

1.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 10

2. 설계입력관리 ..................................................................................... 10

3. 설계해석관리 ..................................................................................... 10

4. 도면관리 ............................................................................................. 10

5.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 11

6. 설계변경관리 ......................................................................................11

붙임 1. 공급자 문서의 표지(승인지) .............................................................. 12

붙임 2.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 14

붙임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 16

붙임 4. 부적합사항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 17

붙임 5.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Deviation Request) .................................. 18



- 2 -

제 1 장 용어의 정의

1. 작업절차서 (Work Procedure)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술한 문서

로서 용접, 세정, 기계가공, 비파괴검사 작업절차서 등이 있고, 세부 요구조건은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MIP)

공급품목의 구분, 작업공정 설정, 적용문서의 명시, 검사계획, 검사자 입회점, 필수확인

점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공급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의 공식적인 승인 후 MIP에 명시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3. 필수확인점 (Hold Point,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

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4. 입회점 (Witness Point,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

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

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

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5. 부적합사항 (Non-conformance)

계약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요건을 포함하여 문서제출계획서(DS)에 명시된 계약

요구조건 실행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들과의 불일치상태

6.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Deviation Request, DR)

공급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 및 품질 요구

조건에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계약 요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

로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7.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결과 계약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문서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공급자에 따라서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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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질문서제출 요구조건

1. 품질문서제출 일반요건

1.1 (목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할 품질관련 문서 및 품질증빙 문서에 대한 

세부요구조건을 규정한다.

1.2 (공급자 의무) 공급자는 본 요구조건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 이행을 위한 품질관련 문

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문서품질)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거나 또는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복사 또는 전자매체 제작 등이 가능

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4 (구매자의 검토)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 (문서식별)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는 문서명칭, 문서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문서의 각 면마다 개정번호,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6 (문서승인) 공급자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검토, 승인권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문서변경) 구매자에게 검토, 승인 받은 문서를 공급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원본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에 구매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제출문서의 소유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문서 및 도면은 구매자 소유 이며 

공급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9 (개정문서 제출) 공급자의 문서제출은 모든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문

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2. 품질문서의 작성 및 제출

2.1 (품질문서작성)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에 따라 문서작성 시 본 요구조건에 첨부된 

양식들을 준용해야 하며, 대체양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본 요구조건의 붙임에 명시된 양식들1) 이외에 작성되는 작업절차서

(Work Procedure) 등과 같이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문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사용한다. 단,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양식 개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2.3 (문서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작성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내자구매

의 경우 아래한글을 사용하고 외자구매의 경우 Microsoft Office Word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Microsoft Office Excel을 사용할 수 있다.

2.4 (자체검토, 승인)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련 문서 및 도면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품질요구조건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부적합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 NCR),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출하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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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자체승인하지 아니한 문서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2.5 (제출) 공급자는 문서 및 도면을 구매자에 제출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제출한다. 단,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검토/승인 스캔본이 포함된 전자파일

을 e-mail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표 1. 공급자 품질문서제출 기본 요구조건>

단 계 제출 문서 참조 조항

제작착수 전
-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s, MIP)
- 작업절차서(Work Procedures)

본 문서 3장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

제작 중

- MIP에 명시된 검사점 통보서
- 검사 및 시험보고서
- 공정 및 진도보고서
-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Deviation Requests)
- 부적합사항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s)

본 문서 3장

운송 전 -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 문서 2장

※ 표 1에 명시된 모든 문서들은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표 1 이외의 제출문서는 제작사

양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할 것

3. 기록매체 제작 및 검사 요건

3.1 (파일형태) 기록매체(CD-ROM 등)에 수록할 모든 자료(도면 및 문서)는 전자파일 그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파일포맷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사용하며,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이관되는 모든 기록물은 구매자 전산시스

템에 등록 가능한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3.2 (해상도) 이미지파일은 화면검색 및 출력 시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 (200 DPI 이상, 권

장 400 DPI)를 유지하도록 스캐닝되거나 생성되어야 한다.
3.3 (스캐닝축척) 도면 및 문서의 이미지파일 변환 시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3.4 (PDF파일) 도면인 경우는 멀티페이지 PDF(1개의 이미지파일 내에 다수개의 페이지

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포맷)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멀티

페이지 PDF를 사용한다.

3.5 (파일명) CD-ROM에 수록할 경우 폴더명, 파일명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자료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3.6 (기록매체 인수검사) 공급자가 제출한 전자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구매자의 내부기

준(수량 검사 및 파일 수록상태 검사, 화질 검사, 검색 연동성 검사 및 외관 검사, 표

준색인 목록 검사 등)에 따라 별도의 인수검사를 하여 전자매체 및 수록된 기록물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정 시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출하승인서

4.1 (제출요건) 공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송 전에 계약 요구조건 및 품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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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보증하는 출하승인서를 [붙임 2]에 따라 작성하

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첨부문서목록) 출하승인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출하승인서 표지

(2) 품질증빙문서 목록(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Package)
(3) 제작, 검사, 시험 등에 대한 요구조건 문서들

- 시방서, 품질계획서, 절차서, 검사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문서 등

(4) 자재/부품 목록(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 포함)
(5) 제작 중 발생된 각종 시험, 검사보고서

(6) 특수 작업(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세정, 도장 등) 기록

(7) 부적합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Corrective Action Request, CAR) 및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의 종결기록

(8) 기타 품질계획 및 검사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문서

4.3 (편철) 출하승인서 증빙문서는 편철, 색인, 페이지 부여 등에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

함이 없어야 한다.

4.4 (식별) 출하승인서의 앞표지에는 계약번호, 계약 명, 공급자 등의 필요한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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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품질검사 요구조건

1. 품질검사 요구조건 일반사항

1.1 공급자의 품질검사조직은 계약서 요구조건, 계약서가 요구하는 기술기준, 구매자가 

검토한 설계문서 등의 요구조건에 맞는 품질검사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검

사관련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검사 관련 업무에는 설계, 구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수압, 공기압,

진공)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1.3 구매자의 독립검사가 필요한 검사일 경우에 구매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공급자의 자

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자체 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공정의 특

성상 공급자의 자체 검사를 선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 검사인원이 동

시에 입회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4 공급자는 구매자의 원활한 품질감독활동을 위해 공급자/하도급자의 해당 공장 출입,

자료 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2. 검사계획 일반사항

2.1 (제출 및 검토) 공급자는 공급품목(하도급 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

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붙임 3]의 양

식에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

매자는 공급자 하도급자에 구매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등)을 선정한다.

2.2 (기술기준의 준수)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계약요구조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

술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제작, 검사 및 시험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2.3 (승인) 구매자가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는 제

작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lan, MIP) 작성

3.1 (작성양식)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작업공정들에 

검사, 감독 및 확인에 대한 리스트를 기술한 문서로서 양식 견본은 [붙임 3]를 참조

하여 작성한다.

3.2 (작성범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는 하도급계약 업무를 포함하여 재료확인, 제작,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계약의 전체 범위가 포함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3.3 (구매자 검사점 설정) 공급자는 공급자 자체의 검사점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기술한 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검사점 설정과 승인을 득해야 하고, 승인 

전에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3.4 (MIP 관리) 검사를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각 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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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입회한 품질검사담당자(Quality Surveillance Officer, QSO)의 서명과 날짜가 

명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결과기록을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식별해야한다.

3.5 (MIP 개정) 개정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과정은 최초 제출 및 승

인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4. 구매자의 품질검사

4.1 일반사항

4.1.1 구매자는 공급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품질검사담당자(또는 감독관)를 배

정하여 구매 품목의 제작 전에 공급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

의할 수 있다.

4.1.2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4.1.3 공급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2 제작 중 검사

4.2.1 공급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최소 14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4.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품질

검사장소, 공급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3 제작, 시험, 검사, 취급, 저장 및 운송에 적용하는 절차서와 도면 등은 사전에 구

매자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 품질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를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 승인된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서명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4.3 최종검사

4.3.1 공급자는 제작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제작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요구조건에 따르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 (NCR, CAR, 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 (계획서, 절차서, 각종 기록 등)

(4) 재료인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르는 재료확인서 제출

4.3.2 구매자에 의한 최종검사 승인은 운송을 위한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 일정 또는 구매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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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은 본 문서의 제2장 품질문서 제출에 

따른다.

4.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4.4.1 공급자는 구매자의 최종검사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과정

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4.4.2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에 포장준비, 포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

를 받아야 한다.

4.4.3 공급자는 계약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완비되면 출

하승인서(붙임 2)를 발행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4.4.4 구매자의 출하승인서 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의 출

하승인서 승인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공급자에게 있다.

4.4.5 대형 중량물과 운송 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부적합사항 관리

5.1 공급자는 제작,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

을 중지하고 공급자의 관련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부적합사항의 발

생 시 공급자는 [붙임 4]의 양식을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2 부적합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부적합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구매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1 중부적합 (Major Non-conformance): 작업공정, 안전성, 신뢰성, 운전성, 추적성,

호환성, 법 규정과 같은 중대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5.2.2 경부적합 (Minor Non-conformance): 중부적합이 아닌 부적합사항

5.3 부적합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4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요구조건 및 부적합 내용을 

작성하여 구매자에 알리고 5.2항에 언급된 부적합의 형태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

어야 한다.

5.5 중부적합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

고 구매자로부터 종결확인을 받아야 하며, 경부적합인 경우에는 자체 부적합 처리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6 종결된 공급자 부적합보고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6.1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대비 불일치사항이 식별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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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양식의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6.1.1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 내용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6.2 공급자는 구매자에 의해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6.3 승인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관련 있는 출하승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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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계관리 요구조건

1. 공급자 설계관리절차서

1.1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계기술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관리절차서를 수립하여

해당 계약업무의 설계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1) 설계기술관리

(2) 설계변경관리

(3)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4) 설계업무관리

2. 설계입력관리

2.1 설계입력은 설계기초,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식별 및 

문서화되어야 하며, 입력 자료의 선정은 설계 책임조직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어

야 한다.

2.2 설계입력은 설계문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설계업무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설계결정,

설계확인 방안 및 설계변경의 평가 시 일관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업무 

진행에 맞춰 적기에 승인되어야 한다.

2.3 승인된 설계입력의 변경사항은 그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식별, 승인, 문서화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3. 설계해석관리

3.1 설계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석대상 설계물을 설정하여 필요한 요구조건에 따라 물리,

응력, 열 및 수력학적 측면과 가상 사고에 대하여 검토, 해석을 실시한다.

3.2 설계해석 문서는 이해하기 쉽고 재생이나 편철 또는 검색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해석 문서에는 분석목적, 방법, 가정, 설계입력, 참조자료, 검토 및 승인 등

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3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 전에 적합

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코드화된 수학적 모델이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해 유효한 계

산을 수행하여 왔고, 특정한 설계 입출력 범위 내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

용 전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치 않다.

3.4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중 발견된 오류는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4. 도면관리

4.1 공급자는 설계도면 작성 시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함께 첨부되는 ‘사업 도면

관리 표준’의 도면 작성 요구조건 및 작성양식을 준수해야 하고 KS 규격이외의 별도

규격이 사용될 경우, 구매자(도면관리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된 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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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만 사용한다.

4.2 3차원 모델 생성 시 3D CAD인 INVERTOR로 작업해야 하고, 작성되는 2차원 도면

들은 구매자에게 제출되어 장치통합성 및 간섭사항이 체크되어야 한다.

4.3 최종결과물로 구매자에게 제출되는 도면은 공급자 내부 부서의 작성, 검토, 승인 결

재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설계인터페이스관리 및 설계검토

5.1 설계확인은 (1) 설계검토, (2) 대체계산 또는 간이계산, (3) 실증시험 중 한 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5.2 실증시험에 의한 설계확인이 실시될 경우 가장 보수적인 설계 조건하에서 수행되어

야 한다.

5.3 설계확인은 해당 설계문서의 사용을 위하여 관련조직에 배부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5.4 설계확인은 대상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설계복잡성,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원 설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확인 정도는 이

미 표준화되었거나 동일한 설계는 설계확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설계의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5.5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정보를 포함하여 공급자 내부 조직 간에 공유되는 설

계정보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설계관련 조직간 협조체계 등 다음 사항을 포

함한 설계관리절차를 수립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조직 간 기술적 책임사항과 조정․관리 사항

(2) 인터페이스 조직 간의 의사소통 체계

(3) 설계문서의 검토, 배부 및 문서화 요구조건 세부 실행절차

6. 설계변경관리

6.1 ‘현 상태 사용(Use-As-Is: 부적합품목이 목적한 용도에 만족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처리행위)’이나 ‘수리(Repair)’로 처리 계획 된 설계 요건 상의 

부적합 품목과 현장 설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사항은 원 설계와 동등한 수준으

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정확히 반영되

어야 한다.

6.2 설계변경 사항은 최초 설계 시와 동등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조직이

나 인원이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 설계를 수행한 책임사항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고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3 설계변경 시에는 전체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분석의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요구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구매자와 

협의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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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급자 문서작성 표지 양식(예시)

공급자 로고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1
발행일자 : 2015. 0. 0.

문서제목

계 약 명 :  
계약번호 :  
공 급 자 :  

              1. 공급자 서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작 성

검 토

필요시 추가

승 인

             2. 구매자 확인

성 명 소속 및 직위

확 인
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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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계속)]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 본문 작성은 휴먼명조 12포인트 사용, 영문 및 기호는 HCI Poppy체 사용

공급자 로고 문서제목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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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출하승인서 양식(갑지)

공급자 로고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 계약결과물 :

주식회사 ○○○○는 상기 계약의 최종 결과물(기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요구된 기술 

및 품질 요구조건이 만족되었음을 보증함

1. 모든 계약결과물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 제작, 검

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함

2. 작업이 착수되기 전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 

계획문서 및 절차서가 발행되었으며, 모든 작업은 이러한 문서들을 기준하여 수행되었

음을 보증함

3. 모든 공정 및 검사는 제작공정 및 검사시험계획서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보증함

4. 발행된 부적합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및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는 구매자의 확인 

아래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처리되었음을 보증함

5. 이상의 사항들을 모두 증빙할 수 있는 ‘품질확인 문서패키지’를 별도로 첨부함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서명     일자

(검토)

성명     서명     일자

(승인)

성명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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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출하승인서 양식(을지)

공급자 로고
출하승인서

(RELEASE NOTE)

문서번호 :

개정번호 :

발행일자 :  

<출하승인서 첨부 문서 목록>

Chapter I. 품질확인 문서(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PACKAGE)

1. 검사계획 및 작업기준 문서

1.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1.2 작업절차서

1.3 용접관련 WPS, PQR, Welder Qualification Records

2. 품질확인, 검사/시험관련 문서

2.1 재료 및 자재의 구매사양서 및 인증자료(재료성적서 등)

2.2 발행된 모든 검사관련 서류

2.3 부적합사항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종결기록

3.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요구된 품질관

련 증빙기록

Chapter II. 공정관리 문서

1. 계약이행 스케쥴

2. 공정 및 진도보고서 (주간진도보고서 및 월간진도보고서 등)

3. 기술회의 자료

Chapter III. 기타

1. 제작도면

2. 운전/유지보수 관련 제반 매뉴얼

3. 기타 계약조건 및 제작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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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예시)

공급자 로고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

(Manufacture and Inspection Plan, MIP)

문서번호:

개정번호 :

발행일자 :

페 이 지 : 0 of 0

일련

번호

공 정 명

(공정, 검사, 시험 등)

적용기준 문서

(개정번호)

검 사 점

관련 기록

(보고서, NCR, QC data)

공급자 구매자 기타(3자 검사)

Name,

Sign & Date

Name,

Sign & Date

Name,

Sign & Date

주2) 주2)

주1) 제작공정 및 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붙임 2]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2) 검사점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 (입회점, WP) 검사자의 입회 검사를 받도록 설정한 검사점으로 해당 입회점에서 제조 및 검사단계에 입회할 수 있으나 검사자의 내부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 합의된 시간이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제조 및 검사단계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후속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검사점이다.

◦ (필수확인점, HP)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가 필요한 중요단계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검사자가 입회하지 못할 경우 입회할 의사가 없음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 및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이다.

입회점(WP) 예) 재료성적서검토, 절단 및 마킹 확인, 용접검사, 치수검사, 육안검사 등

필수확인점(HP) 예) 용접사인정, 용접절차인정, WPS 검토,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기능 및 성능 시험, 검증시험, 품질보증기록 검토, 출하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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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부적합사항보고서

공급자 로고
부적합사항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문서번호 :

발행일자 :

페 이 지 :

1. 부적합 내용(제목) : 2. 부적합 발생일자:

3. 부적합 품목: 4. 계약번호:

5. 기술사양 요구사항:

6. 부적합내용 기술:

7. 부적합사항 분류: 중부적합[ ] 경부적합[ ]

8. 부적합사항 처리조치: 현상사용[ ] 재작업[ ] 수리[ ]

9. [ ] ‘as built’ 도면 개정 필요        [ ] ‘as built’ 도면에 영향 없음

10. 부적합사항 처리조치 사유:

11. 부적합사항 원인:

12. 시정조치계획: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서명     일자

(검토)

성명     서명     일자

(승인)

성명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 중부적합인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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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공급자 로고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Deviation Request)

문서번호 :

발행일자 :

페 이 지 :

1. 계약번호 :

2. 계약명칭 :

3. 공 급 자 :

4. 해당품목 :

5. 계약관련 요구조건 :

6. 대안 제안 :

7. 대안 타당성 기술 :

8. 관련 첨부물 :

공급자 서명

(작성)

성명     서명     일자

(검토)

성명     서명     일자

(승인)

성명     서명     일자

구매자 확인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성명     서명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