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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7. 06. 24 10:00~13:00 

2. 장소 : 서울 가산동 한국표준협회 13층 강의실#2

3. 진행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5 상견례, 연구회 개회인사 사회: 윤수창(부회장)

10:15~10:20 축사, 취지소개 품질경영학회: 이상복 회장

10:30~11:00 한국의 자동차 품질경영 현주소 1 발표자: 윤수창

11:00~11:20 Coffee Break

11:20~12:00 한국의 자동차 품질경영 현주소 2 발표자: 윤수창

12:00~12:10 Coffee Break

12:10~12:40 연구회 Agenda소개, 연구담당선정, 향후 추진방향 소개 발표자: 윤수창

12:40~12:45 격려사 품질경영학회: 박영현 교수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1차 모임 진행프로그램

4. 점심 식사: 인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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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발족취지

다양한 업종 중 자동차 산업을 통한 수출 성과와 Supply Chain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성과를 감안시

당분간 국가의 핵심 수출주력 업종임이 명확하며, 자동차 고장에 따르는 인명사고와 제조사의 치명적인 리콜

클레임 비용으로 인한 기업유지의 타격이 높은 업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회에서는 국내 자동차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본 연구회를 출범

[그림 #1] 세계자동차시장추이

1) ~1993 :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품질경영학에 의한 기업품질관리 중시

2) 1994~1998 :   미국의 자동차 Big3(GM, Ford, Chrysler) 주도형 QS-9000규격중심의 품질경영

3) 1999~2016 :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주도형 ISO/TS 16949 규격을 근간으로 하는 품질경영

4) 2017~ :   ISO와 국제자동차연합회(IATF)주도로 보완된 IATF 16949규격 중심의 품질경영

2. 국제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품질경영 역사 요약

국제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요구되는 품질경영에 대한 변천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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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자동차사 소개

1) 국내자동차산업의 태동과 발전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업종인 공급망사슬(Supply Chain) 형태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산업이며

국내자동차 산업은 1955년 시발택시 생산 이후 1975년 현대자동차사의 포니승용차 수출을 시작으로

치열한 국제 자동차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자동차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으로는 자동차사의 지속적인 기술력개발과 자동차부품사의 부품기술, 품질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가능하였다. 

[그림 #2] 국내자동차 생산추이

[그림 #3] 국내자동차차별 시장점유율(또는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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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2) 국내자동차社(2017년 기준) 

현재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국내/해외 병행 생산체제를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roup과 국내 생산기지를

통한 국내시장과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GM DAT,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승용차, SUV차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으며 기타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에서 버스, 트럭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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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자동차부품산업체 현황

국내/해외 자동차 Maker

1차 공급사: 부품, 모듈형태로 국내이외 해외 적극투자

2차 공급사: 단품,소재(주/단조),임가공 형태로 규모가
영세성(주로 100인 미만)이 높은 중소기업구조로
주로 국내공장위주이고 일부 해외투자

3차 공급사 : 원료, 임가공형태

2015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업체 수 37 77 50 55 27 9 39 7 4

비율(%) 4.2 8.7 5.7 6.2 3.1 1.0 4.4 0.8 0.5

구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업체수 190 134 66 8 71 86 23 883

비율(%) 21.5 15.2 7.5 0.9 8.0 9.7 2.6 100.0

[지역별 업체 수]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4. 국내자동차 공급사현황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국내자동차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지역으로의 부품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세계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1차 공급사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이며, 2차나 3차 또는 소재/원료사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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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부품/소재]공급사의 품질경영활동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품질경영 글로벌규격(ISO/TS 16949, IATF 16949)과, 각 자동차 고객사의 별도 요구나

포상제도(아래 표#1 참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용효과는

제 3자의 인증기관이나 고객사에 의한 2자심사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

6. 국내자동차 공급사의 품질경쟁력강화 전략

이제는 품질부서위주의 품질관리나 보증활동만으로는 국제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장품질문제 Zero화에 도전하고, Poor Quality비용을 저감하며, 

고객으로부터 우량공급사 이미지 유지라는 품질경영의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적으로 경쟁사보다 우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참고] 미국 JD Power에서 조사연구한 IQS(Initial Quality Study)지수가
(100대 자동차의 결점수) 2016년 발표자료 기준 KIA 83점으로 1위,  

HYUNDAI 92로 3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인 품질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음페이지 계속)

구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합계

2014
업체 수 234 169 286 85 67 38 879

비율(%) 26.6 19.2 32.5 9.7 7.6 4.3 100.0

2015
업체 수 254 156 283 89 64 37 883

비율(%) 28.8 17.7 32.0 10.1 7.2 4.2 100.0

[종업원 규모별 업체수]

[그림 #5] JD Power 2016결과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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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자동차 공급사의 품질경쟁력강화 전략 [계속]

오늘날 품질경영활동은 품질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예방 지향적인 품질경영활동과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기술과 공정기술의 발전을 동기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자가 주도하여 개발 단계부터의 선행품질확보,

현장에서의 품질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소개 될 수 있다.

1) 다함께 하는 “전사 품질경영체계 구축/운용” 전략

2) 처음부터 잘하자는 “선행품질강화” 전략

3) 현장이 튼튼한 “자주적인 현장품질경영강화” 전략

4) 예방지향적인 구조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용 전략

5) 품질경영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품질경영운용” 전략

이러한 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의

“품질경영시스템구축 및 운용을 위한 임직원의 의식과 역량이 함께 고도화”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7. 글로벌 품질경영전략

글로벌 기업의 품질경영 기반은 Process Management, 임직원의 품질경영인식 중시인정문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품질경영시스템과 품질마인드가 갖추어진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각 Process의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갖추어진후 이러한 품질경영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된다. (다음페이지 계속)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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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국가품질경영상 말콤볼드리지 평가기준

1. 기업의 “Steering Committee 활동”: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2. 일부 부문과 계층만 인식하는 “전사품질목표수립 및 관리활동”

Visionary Leadership & Strategic Orientation

1. 계층별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안배
2. 개발과 양산부문이 함께하는 품질기획 및 달성개념

Employee Engagement & Teamwork

1. Fact파악을 위한 분석력 2. 지속적인 성과관리

Management by Fact

Process Orientation

1. Process Management 활동

Continuous Improvement & Learning

1. 전사적 품질개선활동 및 예방지향적 활동

2. Process의 KPI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목표 관리

Human Resource Focus

1. 업무의 전문성 고도화

2. 프로직원 양성을 위한 Infra 확보

Customer-Supplier Relationship

1. Partner로서의 Supplier와 상호 Win-Win 관계 강화전략

2. 재 용역(하청)처리로 인한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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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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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품질경영문제점/우려

제 3자 인증활동 및 고객의 공급사 품질경영활동
점검, 기업자체의 품질경영 강화 전략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착, 향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들의 자동차부품사들과 다르게 국내 자동차 부품공급사들이 내/외적으로 겪는 품질경영환경의
특이점들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경영활동의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피할 수 없다.

국내 자동차부품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을 정리해본다. 

[그림 #7] 글로벌 기업의 품질경쟁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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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Dimensions

우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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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품질경영문제점/우려[계속]

1) 품질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업상황

- 제품/공정기술중시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 운용가치의 상대적 이해 부족

- 최고경영자(실질적인 기업경영의 최고영향자)의 품질경영리더십부족

- 임원/간부들의 품질경영이해부족, 담당프로세스에서의 품질시스크제거노력 부족

- 업무부하과다로 인한 관리자/실무자들의 품질경영프로세스 운용책임의식 미흡

- 꾸준한 품질경영교육 미실시로 임직원들의 품질경영 실행, 관리역량 부족

- 품질경영프로세스의 수준미흡으로 효과적인 품질경영활동 보장 미흡

- 잦은 임직원들의 교체로 인한 과거이력유지 부족

- 현장작업자의 정규직화 감소 및 용역화/ 외국근로율 증가로 인한 자주적인 현장관리역량감소

- 품질경영전문가, 품질관리전문가 양성 부족

- 각 분야별 효과적인 인적/물적자원 파악 및 지원분위기 냉각

2) 이러한 영향으로 미흡한 품질경영모습

- 각 부서의 기본업무 이외에 품질보증을 위한 지원역할에 대한 인식부족/활동 미흡

- IATF 16949규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임의 해석/적용

- 제품기능Failure에 따른 심각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품질경영모델 개발역량 부족

- 예방지향적 리스크관리보다는 기본적인 검사/시험과 품질문제해결에 집중하는 품질경영인식

- 품질리스크가 파악/관리되기보다는 Hidden/방치된 형태의 운용결과 잦은 품질문제에 노출

- 인증유지나 고객공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시점에의 집중적인 품질경영성과 관리로 근본적인 품질경영효과 보장 부족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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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자동차 부품공급사의 품질경영역량 강화 지원책 필요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운용에 따른 효과추구는 기업자체의 몫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품질경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규격의 각 요구사항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용 모델과 방안을 제시받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히 높아져
있음도 사실이다.

품질경영학회에서는 타업종보다도 우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자체가 갖는 이상품질에 의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품질안정화와 효과적 운영방안제시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자
본 “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본 연구회의 활동결과는 국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컨설팅기관을 위한 Guide Line 제시와 각 자동차/자동차부품사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구축과 운용의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10.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연구회 구성

1) 소속
한국품질경영학회 산하에 두고 회장의 관리하게 둔다.

2) 연구회 구성
- 연구회 회장은 학회 회장이 지정한자로 하며, 연구회 Member로는 학회의 교수와 각 자동차관련단체,

자동차/계열사 경영자/임원, 자동차/계열사 품질정책연구자, 자동차산업의1, 2, 3차공급사 품질책임자나
대리인, 자동차부품산업의 품질경영컨설팅 전문가들과 기타 학회/연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으로 구성된다. 

-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연구 MDT와 테마연구MDT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 규격인 IATF 16949와
기타 지역별 자동차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예: 독일 VDA 6.3)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석연구와
운영모델연구를 위주로 한다.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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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연구회 운영방안

1) 테마선정
국내 자동차社 의견, 자동차부품공급사대상 설문평가결과, 해당업계 컨설팅전문가의 경험을 통한 의견 등을 종합하고
검토하여 수립. 

2)  각 테마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제시
각 테마별 현 자동차산업의 운영상황과 문제점들이 연구회 담당Member들에게 제시. 

3)  연구회운영
각 테마별 연구위원을 정하고 해당위원은 효과적인 운영모델/방법론을 연구.

4) 연구회 결과 공유
연구회 결과는 별도로 구성된 심의회원들에 의하여 심의되고를 통해 확정된 후, 별도 학술대회,  전국 설명회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유활동을 하게 된다. <끝>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태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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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IATF 16949:2016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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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리더십
및 의지표면/
실행의지
5.2방침
5.3조직역할,
책임 및 권한

5. 리더십

4.1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
4.2이해관계자 요구, 기대이해
4.3품질경영시스템의범위결정
4.4QMS 및 QMS의 프로세스들

4. 조직의 상황

6.1리스크/기회를 다루기위한조치
6.2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기획
6.3변경의 기획

6. 기획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 지원

8.1운용기획 및 관리
8.2제품, 서비스요구사항
8.3제품,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제품, 
서비스관리
8.5생산 및 서비스제공
8.6제품 및 서비스불출/출시
8.7부적합출력/산출물의 관리

8. 운용

9.1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내부심사
9.3경영검토

9. 성과평가

10.1일반사항
10.2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지속적개선

10. 개선

서문
0.1 일반사항
0.2 품질경영원칙
0.3 프로세스접근방법

0.3.1 일반사항
0.3.2 P-D-C-A
0.3.3 Risk-Based Thinking

0.4 기타경영시스템표준과의 관계

품질경영시스템-Requirements
1. 범위(Scope)
2. 인용표준(Normative References)
3. 용어의 정의(Terms and Definitions)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5. 리더십(Leadership)
6. 기획(Planning)
7. 지원(Support)
8. 운용(Operation)
9.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10.개선(Improvement)
부속서A : 관리계획서
부속서B : 참고문헌-자동차산업보충사항

규격구성

자동차 부품산업의 품질경영
IATF16949 글로벌 자동차품질경영 시스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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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stomer Focus

B. Leadership

C. Engagement of People

D. Process Approach

E. Improvement

F.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G. Relationship Management 

품질경영 원칙
Quality Managemen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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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시스템이 모여 하나의
큰 시스템을 구성

고객
양산
승인

고객
인도

개발
요청

제품개발시스템 제품생산시스템

제품설계
공정준비
부품개발

파이로트
평가

판매/생산/
구매계획

수립

구매
생산
검사

고

객

고

객

자동차부품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가동

자동차부품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은 크게 두개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는 한방향 흐름이나
자세히 뜯어보면 제품생산 프로세스가 제품개발프로세스에 다시 Feed Back되어 영향을 미친다. 
이 Feed Back활동이 강할수록 기업의 지속적개선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개의 시스템안에는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조합이 되어 있고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료발췌 : IATF 16949 (0.3항 프로세스접근방법)

고 객

양산
오더

고 객

품질경영 시스템: 프로세스의 결합체
Qua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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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F 16949규격의 “프로세스접근법” 사랑!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개발, 실행, 개선하여 고객요구사항 충족, 고객만족을 증진하는데 “프로세스접근법”을 권장

● 다수의 프로세스들과 이들의 상호작용 :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됨

기업이 의도된 결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들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세스의 접근법을 통하여, 기업은 시스템內 프로세스간 상호관련성과 상호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증진될 수 있다.

● 프로세스접근법

1. 프로세스접근법은 프로세스들을 정의하고,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며 이들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2.  프로세스 접근법에는 리스크 기반사고에 전반적인 중점을 두고, PDCA사이클을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 품질경영시스템에서 프로세스접근법 적용시 장점

1. Requirements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맞추어나갈 수 있다.

2.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고려할 수 있다.

3. 프로세스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시켜나갈 수 있다.

4.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을 두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자료발췌 : IATF16949 (0.3항)

프로세스접근방식
Proces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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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접근법 채택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IATF 16949 특정 요구사항들

☞자료발췌 : IATF16949 (0.3항)

4.4 품질경영시스템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들

4.4.1 조직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의 적용을 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b)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의 결정

c)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의 결정과 적용

d)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

e)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f) 6.1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

g) 프로세스의 평가, 그리고 프로세스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사항의 실행

h) 프로세스와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4.4.1.1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적합성

조직은 서비스부품 및 외주 처리된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 및 프로세스가 모든 해당하는 고객 요구
사항,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섹션 8.4.2.2 참조).

프로세스접근방식
Proces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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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접근법 채택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IATF 16949 특정 요구사항들

4.4.1.2 제품 안전

조직은 제품 및 제조 공정과 관련된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a)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적 제품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에 의한 파악

b) 항목 a) 내에 있는 요구사항의 고객 통지

c) 설계 FMEA에 대한 특별 승인

d) 제품 안전 관련 특성의 파악

e) 제조 시점에서 제품의 안전 관련 특성 파악 및 관리

f) 관리 계획서 및 공정 FMEA 의 특별 승인

g) 대응 계획 (섹션 9.1.1.1 참조)

h) 최고 경영자, 그리고 고객 통지를 포함한 책임, 단계적 확대 프로세스 정의 및 정보 흐름을 규정함

i) 제품 및 연관된 제조 공정에 관련된 제품 안전에 관여 하는 인원에 대해 조직 또는 고객이 파악한 교육훈련

j) 프로세스 및 제품 변경사항에서 제품 안전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변경사항은 실행 이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ISO 9001, 섹션 8.3.6 참조)

k) 고객 지정 출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제품 안전에 관해 고객 요구사항의 이전(ISO9001, 섹션 8.4.3.1참조)

l)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제조된 로트(최소한)에 의한 제품 추적성 (섹션 8.5.2.1 참조)

m) 새로운 제품 도입에 대한 학습 교훈

4.4.2 조직은 필요한 정도까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프로세스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보의 유지
b)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비고: 

특별 승인은 안전 관련 내용을

갖는 그런 문서를 승인할 책임이

있는 기능(일반적으로 고객)에

의한 추가 승인이다

프로세스접근방식
Process  Approach 



한국품질경영학회 /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IATF 16949:2016

20

품
질
경
영

시
스
템

구
축
의

현
주
소

▪ 프로세스파악 및 개발활동 미숙
▪ 프로세스간 상호작용/연계성 이해에 대한 연구부족
▪ KPI개발 및 운영성과관리 미숙 연구회활동

#1

이러한 시스템안에는 프로
세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

고 ?그들 상호간의 연결은 어
떻게 되어 있을까?

이러한 시스템안에는 프로세
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
그들 상호간의 연결은 어떻

게 되어 있을까?

프로세스접근방식
Proces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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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PDCA 사이클에서 IATF 16949표준의 구조표현

기획
(6)

지원/운용
(7,8)

성과평가
(6)

개선
(10)

리더십
(5)

Plan Do

CheckAction

품질경영시스템(4)

조직, 조직
상황(41)

고객요구
사항(432)

관련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42)

고객만족

QMS결과

제품 및
서비스

P-D-C-A
0.3.2 PDCA 사이클에서 IATF 16949 표준의 구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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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결과물을 활용한 6장 기획수립활동 미숙
▪ 품질경영시스템의 PDCA사이클안에서의 리더십역할 명확화 필요

4장 결과물을
활용한 6장의
결과물 준비

PDCA사이클
안에서의

리더십 역할

연구회활동
#2

연구회활동
대상임

P-D-C-A
0.3.2 PDCA 사이클에서 IATF 16949 표준의 구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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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기반사고(ISO 9001: A4)

리스크 기반 사고의 개념은 이 국제규격의 이전 판에서 내포되어 있었다, 예로, 기획, 검토,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이 국제규격은 상황(4.1항 참조)을 이해하고 기획을 위한 근거로서 리스크 결정을 위한 조직의
요구사항을 명시한다(6.1항). 이는 품질경시스템 프로세스(4.4항)를 기획 및 실행하는 리스크 기반 사고의
적용을 제시하고, 문서화된 정보의 확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품질경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예방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국제 규격은
예방조치에 대한 별도의 조항 및 하위 조항이 없다. 예방 조치의 개념은 리스크 기반 사고의 사용을 통한
품질경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수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국제규격에 적용되는 리스크 기반 사고는 지시적인 요구사항들의 감소와 성과 기반의 요구사항에
의해 그것들의 교체를 가능하게 했다. 프로세스, 문서화된 정보와 조직 책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ISO 9001:2008보다는 훨씬 유연성이 있다. 

비록 6.1에서 조직은 리스크를 다루는(처리하는) 조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 또는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요구사항은 없다. 조직은 국제규격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방법론을 개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로 다른 지침 또는 규격의 적용을 통해서. 품질경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목표를 충족하는 조직의
능력에 관해서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를 나타내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향이 모든 조직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6.1 요구사항하에서, 조직은 리스크 결정의 증거로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할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리스크
기반 사고의 적용과 리스크를 다루기(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리스크기반사고
0.3.3 Risk – bas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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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기반사고(ISO 9001:0.3.3)

리스크 기반 사고 리스크 기반 사고(조항 A.4 참조)는 효과적인 품질경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리스크 기반 사고의 개념은, 예를 들어, 잠재적인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수행, 발생된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도 분석, 그리고 부적합의 향에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국제규격의
이전판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조직은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기획 및
실행해야 한다. 리스크와 기회 모두를 다루는(처리하는) 것은 품질경시스템의 효과성을 증가시키고, 개선된
결과를 달성하며,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수립한다. 

기회는, 예를 들어, 조직이 고객을 매료시키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며, 낭비를 감소 시키거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상황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 

기회를 다루기(처리하기) 위한 조치는 관련된 리스크의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결과이며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도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크에서 발생한 긍정적인 일탈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리스크의 모든 긍정적 영향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기반사고
0.3.3 Risk – based thinking



한국품질경영학회 /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연구회

IATF 16949:2016

25

Input 2

Input 1

Output 2

Output 1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고장은 물론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사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일까?

리스크기반사고
0.3.3 Risk – bas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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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법규요구고객/법규요구(4.3.2)

고객요구조직상황(4.1)

Recall
학습

고객요구
이해관계자

니즈/기대(4.2)

Output2

Output 1

필드반송,
수리

불만
사항

불만
사항

폐기,
재작업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감사결
과문제점

☞자료발췌 : IATF16949 (6.1.1/6.1.2.1항)

리스크기반사고
0.3.3 Risk – bas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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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시스템안에서의 리스크, 기회도출활동 미숙
▪ 양산시스템안에서의 리스크, 기회도출활동 미숙

연구회활동
#3

리스크기반사고
0.3.3 Risk – bas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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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0.1 일반사항
0.2 품질경영원칙
0.3 프로세스접근방법

0.3.1 일반사항
0.3.2 P-D-C-A
0.3.3 Risk-Based Thinking

0.4 기타경영시스템표준과의 관계

품질경영시스템-Requirements
1. 범위(Scope)
2. 인용표준(Normative References)
3. 용어의 정의(Terms and Definitions)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5. 리더십(Leadership)
6. 기획(Planning)
7. 지원(Support)
8. 운용(Operation)
9.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10.개선(Improvement)
부속서A : 관리계획서
부속서B : 참고문헌-자동차산업보충사항

지금까지 달려온구간

앞으로 달려가야 할 구간

자동차부품산업의 품질경영
IATF 16949 글로벌 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규격

5.1 리더십
및 의지표면/
실행의지
5.2방침
5.3조직역할,
책임 및 권한

5. 리더십

4.1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
4.2이해관계자 요구, 기대이해
4.3품질경영시스템의범위결정
4.4QMS 및 QMS의 프로세스들

4. 조직의 상황

6.1리스크/기회를 다루기위한조치
6.2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기획
6.3변경의 기획

6. 기획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 지원

8.1운용기획 및 관리
8.2제품, 서비스요구사항
8.3제품,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제품, 
서비스관리
8.5생산 및 서비스제공
8.6제품 및 서비스불출/출시
8.7부적합출력/산출물의 관리

8. 운용

9.1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내부심사
9.3경영검토

9. 성과평가

10.1일반사항
10.2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지속적개선

1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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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리더십
및 의지표면/
실행의지
5.2방침
5.3조직역핼,
책임 및 권한

5. 리더십

4.1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
4.2이해관계자 요구,기대이해
4.3품질경영시스템의범위결정
4.4QMS 및 QMS의 프로세스들

4. 조직의 상황

6.1리스크/기회를 다루기위한
조치
6.2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기획
6.3변경의 기획

6. 기획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8.1운용기획 및 관리
8.2제품,서비스요구사항
8.3제품,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
제품,서비스관리
8.5생산 및 서비스제공
8.6제품 및 서비스불출/출시
8.7부적합출력/산출물의 관리

8.운용

9.1모니터링,측정,분석 및 평가
9.2내부심사
9.3경영검토

9.성과평가

10.1일반사항
10.2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지속적개선

10.개선

4.1 조직 및 조직 상황의 이해

조직은,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외부와 내부이슈를,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와 내부이슈를 정하여야 한다. 

조직은 이러한 외부와 내부이슈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비고 1 이슈에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비고 2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이든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이슈를 고려함
으로써, 외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비고 3 조직의 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와 관련되는 이슈를 고려함으로써,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추가사항 없음

ISO 9001

IATF 추가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1 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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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므로서 고객요구를
충족하고 고객만족을 증진시키는데 관련이 있는 내부/외부이슈 파악을 위한 방법론이 미흡

연구회활동
#4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1 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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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리더십
및 의지표면/
실행의지
5.2방침
5.3조직역핼,
책임 및 권한

5. 리더십

4.1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

4.2이해관계자 요구,기대이해
4.3품질경영시스템의범위결정
4.4QMS 및 QMS의 프로세스들

4. 조직의 상황

6.1리스크/기회를 다루기위한
조치
6.2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기획
6.3변경의 기획

6. 기획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8.1운용기획 및 관리
8.2제품,서비스요구사항
8.3제품,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
제품,서비스관리
8.5생산 및 서비스제공
8.6제품 및 서비스불출/출시
8.7부적합출력/산출물의 관리

8.운용

9.1모니터링,측정,분석 및 평가
9.2내부심사
9.3경영검토

9.성과평가

10.1일반사항
10.2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지속적개선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고객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
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이해관계자가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은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b)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사항 없음

ISO 9001

IATF 추가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2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이해 (Understanding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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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품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요구를
충족하고 고객만족을 증진시키는데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파악을 위한
방법론이 미흡

연구회활동
#5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2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이해 (Understanding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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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4.4.1.2 제품 안전

조직은 제품 및 제조 공정과 관련된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a)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적 제품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에 의한 파악

b) 항목 a) 내에 있는 요구사항의 고객 통지

c) 설계 FMEA에 대한 특별 승인

d) 제품 안전 관련 특성의 파악

e) 제조 시점에서 제품의 안전 관련 특성 파악 및 관리

f) 관리 계획서 및 공정 FMEA 의 특별 승인

g) 대응 계획 (섹션 9.1.1.1 참조)

h) 최고 경영자, 그리고 고객 통지를 포함한 책임, 단계적 확대 프로세스 정의 및 정보 흐름을 규정함

i) 제품 및 연관된 제조 공정에 관련된 제품 안전에 관여 하는 인원에 대해 조직 또는 고객이 파악한 교육훈련

j) 프로세스 및 제품 변경사항에서 제품 안전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변경사항은 실

행 이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ISO 9001, 섹션 8.3.6 참조)

k) 고객 지정 출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제품 안전에 관해 고객 요구사항의 이전 (ISO 9001, 섹션 8.4.3.1 참조)

l)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제조된 로트(최소한)에 의한 제품 추적성 (섹션 8.5.2.1 참조)

m) 새로운 제품 도입에 대한 학습 교훈

비고: 특별 승인은 안전 관련 내용을 갖는 그런 문서를 승인할 책임이 있는 기능(일반적으로 고객)에 의한 추가 승인이다

ISO 9001

IATF추가

4.1조직 및 조직상황의 이해
4.2이해관계자 요구,기대이해
4.3품질경영시스템의범위결정

4.4QMS 및 QMS의 프로세스들

4. 조직의 상황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4.1.2 제품안전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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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품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內 “제품안전관리프로세스”구축이 미숙

연구회활동
#6

4.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
4.4.1.2 제품안전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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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일반사항

최고경영자/최고경영진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실행의지(commitment)을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accountability)를 짐

b) 품질방침과 품질목표가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되고, 조직상황과 전략적 방향에 조화됨을 보장

c)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됨을 보장

d)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기반 사고의 활용 촉진

e)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보장

f) 효과적인 품질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g) 품질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h)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i) 개선을 촉진

j)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비고 이 표준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언급은 조직이 공적, 사적, 영리 또는 비영리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직의 존재 목적에 핵심이 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5.1.1.1 기업 책임

조직은 최소한 부패 방지 방침, 종업원 행동수칙, 그리고 윤리 에스컬레이션 방침("양심 선언 방침")을 포함한

기업 책임 방침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ISO 9001

IATF 추가

5.1 리더십 및 의지표면/실행의지
5.2방침
5.3조직역핼,책임 및 권한

5. Leardership

5. 리더십(Leadership)
5.1.1.1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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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품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효과/효율제고, 리스크/기획관리를 통하여 고객만족,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위한 “기업의 부패방지/종업원행동수칙/양심선언등을 포함하는 방침”
의 개발/준비가 미숙

연구회활동
#7

5. 리더십(Leadership)
5.1.1.1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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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제조공정 및 기반시설장비의 내부/외부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PFMEA)
함으로써 우려되는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주요장비고장으로 인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외부공급부품이나 임가공, 기타 외주처리활동으로 인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자연재해반복으로인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화재로 인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유틸리티중단에 의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노동력부족에 의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 기반시설붕괴에 의한 비상사태 및 비상계획

1.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비상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는 프로세스구축
3. 수립된 비상계획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예: simulations)
4. 최고경영자가 포함된 MDT에 의한 최소 1년 이내에 적적성 검토 및 개정작업
5. 비상계획의 문서화, 개정이력유지(개정책임자를 포함한)
6. 정기적으로 규정된 생산중단활동이 아니거나, 비상사태가 종료되어 정삭적인 작업으로

회복되어 재 시작되는 경우, 생산된 제품이 고객시방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규정을 포함

IATF추가

▒ 예방조치 : 잠재적 이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아래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 1. 잠재적부적합 및 그 원인결정 2. 발생방지형 조치 필요성평가
3.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취해진 조치의 문서화 5.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 검토
6. 유사프로세스로의 확대

▒ 비상계획

6. 기획(Planning)
6.1.2.2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6.1.2.3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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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MEA와 연관된 활동인데, PFMEA결과 심각한 우려사항에 대한 예방조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나 스킬이 부족함

2. 비상사태와 비상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한 주관적 정의로 인해, 해당기업의 공정특성에 부합
하는 비상계획의 수립,운영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본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임
(주로, 비상연락망, 비상재고유지관리, 사무직원의 현장공정운영능력확보, 대체장비나 대체
외주기업의 파악/준비를 주로 목록/기업명 정도 유지하는 수준임)

☞ 글로벌사례의 소개가 필요함
연구회활동

#8

6. 기획(Planning)
6.1.2.2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6.1.2.3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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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OOO기능 각 계층(Levels)

XXX프로세스 XX프로세스 **프로세스

X프로세스 ***프로세스

Zero Defect를위한
품질목표/달성계획

수립

6. 기획(Planning)
6.2 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기획(Quality Objectives and planning to achie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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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품질목표와 달성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품질부서장만 인지하고 형식적인
관리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장감독자/작업자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각 협력사의 역할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여 품질부서의 잔치로 간주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개발부서 양산 전체 단계에 걸쳐 Total Quality개념을 부각하고
전사적인 품질계획수립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연구회활동

#9

6. 기획(Planning)
6.2 품질목표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기획(Quality Objectives and planning to achie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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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7.1.5.1.1 측정 시스템 분석

통계적 조사는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각 형태의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시스템의 결과로 나타난 변동을 분석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된 분석방법과 합격 판정기준은 측정시스템 분석에 관한 참고매뉴얼에 있는 사항들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객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다른 분석방법 및 합격 판정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대체방법의 고객 수용 기록은 대체 측정 시스템 분석으로부터의 결과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섹션 9.1.1.1 참조).

비고 MSA 조사의 우선순위화는 중대 또는 특별 제품 또는 공정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ISO 9001

IATF 추가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7. 지원(Support)
7.1.5.1.1. 측정시스템분석(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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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측정시스템분석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교정활동은 나름대로 정착이되어 있으나 측정시스템분석활동에 대하여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기위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 계수형 샘플검사형태의 측정시스템 이외에도, 전수검사형태의 측정시스템, 합부판정
위주형태의 측정시스템, 전수검사장치 형태의 측정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측정시스템
분석에 대한 인식강화도 필요하지만, GRR%활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가이던스 및
실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측정시스템분석적용기준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회활동
#10

7. 지원(Support)
7.1.5.1.1. 측정시스템분석(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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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조직의 지식

조직은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유지되고, 필요한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니즈와 경향(trend)을 다룰 경우, 조직은 현재의 지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모든 지
식 및 요구되는 최신 정보의 입수 또는 접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조직의 지식은 조직에게 특정한 지식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 얻어진다. 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

비고 2 조직의 지식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a) 내부 출처(예: 지적 재산, 경험에서 얻은 지식, 실패 및 성공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 및 경험의 포착과 공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개선된 결과)
b) 외부 출처(예: 표준, 학계, 컨퍼런스,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로부터 지식 수집)

추가요구사항이 없음

ISO 9001

IATF 추가

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7. 지원(Support)
7.1.6 조직의 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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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산업에 개발 및 양산전체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지식들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대로 정리한 경우가 흔하지 않다. 
주로 부서별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깊이나 수준이 효과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으로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 프로세스 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고 이러한 업무별 필요한 교육훈련제목과 간략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자동차부품산업의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매뉴얼의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회활동
#11

7. 지원(Support)
7.1.6 조직의 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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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1. 업무수행인원에 대한 역량을 결정하고,
2. 이들 인원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경험에 근거하여 역량 있음을 보장
3. 필요한 역량확보를 위한 조치 및 조치이후 유효성을 평가
4. 역량이 있음을 입증할 문서, 기록을 유지

7.2.1 역량/적격성 – 보충사항

제품 및 공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인

식(섹션 7.3.1 참조) 및 역량/적격성 성취를 포함한 교육훈련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문

서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한 배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고

객 요구사항의 만족에 특별한 주의를 갖고, 요구된 대로 자격부여 되어야 한다.

7.2.2 역량/적격성 – 직무 교육훈련

조직은 품질 요구사항, 내부 요구사항, 규제적 또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

향을 주는 모든 신규 또는 변경된 책임을 갖는 인원에 대하여 직무 교육훈련(고객 요구

사항 교육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는)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계약직 또는 대행 인원

을 포함하여야 한다. 직무 교육훈련을 위해 요구되는 상세 수준은 보유 인원의 교육 수

준과 그들이 매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의 복잡성과 상응하여야 한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의 결과에 관하여 정보

전달 받아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효과
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7. 지원(Support)
7.2 역량/적격성(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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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으로 인하여 잦은 작업자/검사원 교체, 숙련이 요구되는 설비/금형/지그수리 업무,
각 공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현장 감독자,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내부/외부공정의 변동
여부감시, 신규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할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외에도
프로젝트별 정보와 교육이 제공 되어야하는 제품설계/시작/시험자, 공정/설비개발자, 외주
부품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등의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업무역량/적격성자체 파악이
미흡하며, 아울러 해당 적격성평가 자체 가 매우 형식적인 측면이 높다. 

☞ 자동차부품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프로세스별/부서별/담당업무별(기능별) 필요한 인식, 역량과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정립/지원
을 통하여 교육훈련니즈를 파악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연구회활동
#12

7. 지원(Support)
7.2 역량/적격성(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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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자원
7.2역량/적격성
7.3인식

7.4의사소통
7.5문서화된정보

7.지원

7.4 의사소통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의사소통 내용
b) 의사소통 시기
c) 의사소통 대상
d) 의사소통 방법
e) 의사소통 담당자

추가사항 없음

프로세스상호간에 필요한
의사소통은 무엇일까?

7. 지원(Support)
7.4 의사소통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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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동차부품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발과 양산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실정임

☞ 규격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시기,내용,방법,주관들이 정립되어 제공되므로
서 각 기업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마련이 필요

연구회활동
#13

7. 지원(Support)
7.4 의사소통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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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신제품개발수주대응프로세스”모델구축을 위한 제언

 “제품설계관리프로세스안에서의 효과적인 APQP개념적용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제품설계관리프로세스안에서의 특별특성파악, DFMEA를 통한 리스크관리, DFMEA개정관리”방안을

위한 제언

 “공정설계개발프로세스안에서의 효과적인 APQP개념적용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공정설계개발프로세스안에서의 공정특별특성파악 및 PFMEA를 통한 리스크관리모델 구축” 방안을

위한 제언

 “PFMEA와 Control plan간의 연계성”개념 이해를 위한 제언

 “품질경영을 강화한 외주품개발프로세스 운영모델”을 위한 제언

 자동차부품산업체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파이로트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자동차부품산업체의 “양산초기특별한관리”를 위한 제언

 특별특성의 공정에 대한 SPC시작 및 지속적인 개선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

 자동차산업체의 “공급망(Supply Chain)특징과 IATF16949에서의 공급망관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제언

 품질경영성과를 증대 및 IATF 16949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설비관리운영방안”제언

 자동차산업의 Supply Chain의 특징고려 및 IATF 16949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고객만족평가모델”구축방안 제언

■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활동들

8.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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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시스템심사

 제조공정심사

 제품심사

 경영검토

■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활동들

9.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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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개선활동

■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활동들

1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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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활동 예정일 장소

W/G 1차회의(전체 운영프로그램 설명회, 주제별 담당자선정) 6.24 표준협회회의실

W/G 2차~4차회의 : 주제별 방향/내용소개(전체 테마중 30%씩 총 3회걸쳐 소개) 6.26~7.15 표준협의회의실

연구회 소개회 : 학회, 단체, 기업체 내빈초청, 연구회활동소개 7/24일주 더케이호텔(양재) 예정

주제별 W/G활동 진도관리 7/1~11/18 -

하기학술대회에 자료 발표 별도 별도

완료테마 접수 및 심의(8차례) 8/21~11/18 표준협회회의실

관련단체 품질경영매거진에 연재시작 10월호~

연구회 성과발표대회(학회, 단체, 기업체 내빈초청) 12/8 더케이호텔(양재) 예정

연구회 지역별발표회(지역별 기업체, 단체초청) 12/10~23 별도계획예정

연구회 결과 책자화 계획수립, 진행 18.1월 별도결정

■전체추진계획

*** 만약 활동회의 장소로 표준협회 회의실이 어려울 경우에는 강남지역에 별도 회의장 확보예정

향후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