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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요

1. 제 복

원자혁연구사업 품질보층기술개발

I I. 연구의 북책 및 충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는원자력기술자립올위하여 여러 원자력 관련 대형

연구개발사업올 추진중이다.

원자력환련 연구.개발사업윤 고도의 안전성 및 성능보장율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올효율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젤계부터 시확

하여 구매， 제조， 인허가 및 운전단계까지 모든 품질활동이 체계척인 폼질

보증 활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합율 관련 규정 및 규제기관에셔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연구소에셔 추진중인 여러 연구개발 사엽올 효률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별 폼질보층 체계 확립운 툴툴 이툴 효율척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천 연구소척연 폼질보충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선진품질기술의 개발 및 융용율 통하여 원차혁 연구개발사업의 안천성

빛 신뢰성올 체고하여야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87년에 개발되어 활용중인 폼질보증기본계획셔롤쯤질보증 체제륭

한단계 향상시키고 폼철업무의 활성화툴 목책으로 검토， 개정되었다.

사업의 폼질목표 달성올 위한 기술지원업무로서 품철문셔검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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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빛 품철요원 자격부여 업무 등이 체계척으로 수행되었고， 품질보증

위원회툴 통하여 사업의 주요 폼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해결방안이 이루어

쳤으며， 사업의 품질활동에 대한 내부 폼질감사 등 품질명가가 수행되었고，

폼질경향성 분석올 용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또한 폼질보증기록보존

시설이 관련 요건에 따라 유지관리 되었다.

션잔 폼질보증까슐 연구에 있어셔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폼질보증，

QA in R&D, 폼철원가푼석， 검사원의 자격연증 요건 그리고 풍겨i척폼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햄되어 이러한 션진 폼질보증 기술율 원자력

사업에 용용할 수 있는 기초툴 다쳤다.

특히， IAEA 의 전문가률 초청하여 컴퓨터 소프트훼어 폼철보증 워크

양올 개최함으로써 연구소의 컴퓨터 소프트훼어 품질보증 체계률 확립하기

위한 기반기술올 축척할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당 연구소가 추진중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율 효률척으로 추진하기 위해

셔는 본 연구툴 통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의 효과척인 추진으로 건 연구소

척인 품질보증 활동올 수햄하고， 척절한 혐가와 분석율 동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폼철보충 체계툴 확립하여야 하며，5:환 선진품철기술의 개발

빛 이의 옹용올 통하여 원자력사업의 안천성 맺 신뢰성율 처l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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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KAERI is carrying out several large nuclear R&D projects to

achieve the indigen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in Korea. It is

required by th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to establish

quality assurance (QA) system to cover all the quality related

activities ranging from design , purchasing, manufacturing to commis

sioning and operation to assure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those

nuclear projects.

In order to accomplish nuclear projects effectively, the KAERI

wide quality assurance system as well as project quality systems has

been prepared for the coordina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various quality activities.

Moreover,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projects have been

improv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various ad

vanced quali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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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KAERI QA Program Plan which was prepared and utilized since

1987 was reviewed and revised to accomodate the organization changes

and the changes of the requirements for the QA activities in KAERI

and so on.

The revision of KAERI QA Program Plan will help to establish 뻐d

upgrad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KAERI-wide QA system.

Technical support activities to the project QA program such as

quality related document review , education and training of QA concepts

and technology , qualification of project QA personnel were performed

in more systematic way.

KAERI QA Committee was organized , and the meeting was held per

iodically to discuss and find out the optimum solution for the critical

quality problems.

Quality evaluation including internal audit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QA activities in the various projects and evaluation

results was condensed to quality trend analysis.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quality records , QA record

preserving facility was built in comply with the related requirement

and was being used to maintain the QA records.

The basic studies on the computer S/W QA , QA in R&D, quality costs

analysis ,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statistical

quality control were also performed to upgrade the safety and reli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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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of nuclear projects by the utilization of these advanced quality

technologies. Especially , the workshop of computer software quality

technology 씨as held in cooperation with JAEA , and it has been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build our capability and knowledge to establish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computer software in KAERI.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nuclear R&D projects successfully ,

KAERI-wide quality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and

improved as proposed in this report.

The quality system will be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quality evalu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ch nuclear

project.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nuclear projects can be obtained

by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advanced quality teclmo

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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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 장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발천 기술자립율 위하여 원자력 관련 순수

연구외에 여러가지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올 추진하고 있으며 훨자력 기술

개발윤 고도의 안천성과 성능보장율 요구하고 었으므로 이러한 원자력

관련 대형 연구과제률 수햄하기 위해셔는 엄격한 품질보증 채제하에셔 모든

업푸률 수햄하여야 함올 관련 국내 및 국외 규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소에셔 추진중인 원자력 기솔개발 사업중 품질보증체제툴

확럽하여 폼철활통율 수행충인 부처로는 충수로핵연료사업부， 겸수로핵연료

사업부， 발전로계통설계부， 중수로계용셜계부， 영광 3 ， 4호기사업부， 울진

3 ， 4호기사업부， 다몹책연구로사업단， 안천시험해석부， 핵화공연구부， 비따

피시험연구실， 셔율사루소 원자로관리실 등이 었으며， 이률 훤자력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태용율 살펴보면 핵연료 및 핵물질처}조， 핵연효 및 발전로

계동설계， 재료시험로의 셜겨i 및 건조， 원차력시설운영 및 원자로 압력

용기의 비따꾀 겹사， 연구용원자로운영 풍 원자력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툴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 부터 비국올 중심으로 하여 발천되기 시작한 원자력 품질보증

표준 (Codes 몇 Standards) 운 1980년대에 이르러 많올 검토와 수정율 거쳐

정확한계에 이르혔으며 또한， 새로운 풍철보증기술이 속속 개벌되고 었다.

이러한 용질보증 기솔율 본 연구소에셔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욕성에

부합되게 척용하여 품철보충 활동율 효율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숙척

으로 품질보종시스템 및 관련 품질기슐율 연구.개발하고 있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는 연구소 품질보증체계 빛 조칙현황， 현 폼질보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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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탱의 문채점툴율 보완하기 위한 기폰의 폼질보중기본계획셔의 검토 및

개정， 사업품질보증 시스템의 수립 빛 이햄에 대한 폼질보충질의 기슐척

지원업무 풍에 대하여 고활하였다. 또한 폼질보충위원회 운영사항율 비롯

하여 폼킬보충기북보관 시설의 운명， 품질인훤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함에 대하여 겁토하고， 혹히 사업의 체반 폼철푼체률옳 사전에 예방하고

’척청한 수훈의 품질확표훌 정휘하기 휘하여 사업벌 폼질보총활동에 대한

혐가톨 내부 폼질감사률 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혐가결과롤 풍하여 품질

갱향성 분섹율 수행하였다. 션전 폼철보총 기슐에 대한 연구로써논 연구

개발 폼질보충 계획의 수립과 그 척용방안， 컴퓨터 소프트쩨어 품철보충，

폼철비용 분석， 검사자자격 및 인종요건 그러고 롱계책 폼철관el등에 대한

연구률 심도있게 수행함으로써 향후 품질보증 시스템의 향상에 척극 용용

활 수 있는 터천올 마련하였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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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 폼켈보층체계 및 조칙 현활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발견소의 설계， 건설과 관련될 대형 사업률율

추진하고 있으며 이률 사업은 연구소가 사업추얀 경우와 계약자로셔 참여

하는 사업으로 구분흰다. 다북척연구로 셜계.건조사업과 현재 제 2 연구소

에서 수햄중인 핵추71 환련 사업 등혼 연구소가 칙첩 사업추가되어 수행

하고， 충수로핵연료체조， 핵중기공급계통설계사업， 경수로핵연료사업 풍은

사업추와의 계약율 롱하여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법 및 관련 규체기관에셔는 원자력 관련 사업 수뺑의 효율성 및

안천성과 신뢰도롤 제고시키기 위하여， 셜계에서부터 제조， 검사 및 문셔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활동이 엄격한 원자력 폼질보종시스템하에셔 체계척

으로 수햄되어야 함올 요구하고 있다. 따라셔 당 연구소에셔는 사업률의

품질을 효과척으로 성휘하고 궁극책으로 사업의 안천성 및 신뢰성 확보툴

휘하여 폼질보충 조칙이 구성되어 었고 이 조칙에 의해 여러가지의 폼질

보층 활동들이 수뺑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 폼질보충 활동의 기출 빚

치챔이 되는 혐질보중기본계획셔촬 비붓하여 11종의 사업폼질보총계획셔자

활용되고 있다. 폼철보충계확셔는 훤차혁법에셔 요구하는 사항과 계약상의

요구사항올 기훈으로 각 사업의 설청된 폼철묵표률 달성하기 위해 확성되었

으.며， 업무의 수행 및 절차롤 체시하고 그 이행상태가 효과척으로 이햄되고

껴J



있논지롤 확인케하고， 분셔화 합으로써 최종성과물이 채가농율 반축스렵게

수행하고 있옴율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본절에셔는 폼질활동외 주체인 폼철인원의 조칙현활과 폼질보층 활동의

지첨인 물철보총계획서의 활용현황올 소개한다.

가. 폼철보종조칙현황

당 연구소에셔 수행충인 원차력사업 총류는 Hardware 사업으로

충수로핵연료사업， 변환사업， 비따피컴사사업등이 었고， Software 사업

요로 경수로핵연료사업， 발천로계풍사업， 시셜젤계 및 건조사업으로는

다묵척현구로건조사업， 시설운영사업으로는 PIE 시설， 폐기물쳐리시설

등의 사업조직이 있으며 연구소 폼철보충시스템올 척용하여야 하는 연구.

사업들은 그림 1-1-1과 같다.

미 연방볍 10 CFR 50 Appendix B 또는 연구소 품켈보증기본계획서

제1장 조칙에 보면 훤차력사협올 수행함에 있어셔 폼질보층조책의 책입과

권한사항， 폼질확인조칙의 톱럽성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사업과 관련한 폼철보충조찍의 구성 및 인원현황윤 그립

1-1-2와 같다. 그럼 만1-2에셔 보면 몇벚 사업의 폼철인원운 폼질활동올

수행함에 있어 폼쩔어l 앵향율 주는 제반요인 록， 원가， 일정， 납기둥으로

환터 톡립하여 자유로OJ 활동할 수 있고 폼철활동 컬파촬 사업책입자에게

적첩 보고할 수 었는 조칙상의 톡럽척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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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소 품질보증 관련 조칙 및 인원현황(1990. 12. 현재)

± 장

사업단장 선엄연구부장 연구로건조 부 설
사업단장 제2연구소

원천본부장

중수로 경수로 발전로 U02 변환 lSI/PSI 기술;(1 원부

사업부 사업부 셜계부 사 업 사 업

품질관리실 폼질보증팀 폼철보종 품질 Group 품질 Group 품질관리실 품질보충실 폐기불사업
부L 실 품찰보증실

설장 1 질장 1 실장 1 밀장 1( 겹) 질창 1
션입 6 선임 2 선입 l 선임 1 션임 2 선임 3 션입 3 선입 2

원 1 원 2 원 l 원 3 원 l
거능 14 기능 1 기능 1 기능 2 기능 1

---------- ---------- ---------- ---------- ---------- ---------- ---------- ----------
21 인 3 인 5 인 2 인 3 인 4 인 9 언(겸1) 5 인

- 중수로핵연료 품질검사 요원 : 21얀

- 폼철보.중 요원 : 30인

- 발천로 설계 QA 분실
- 중수로핵연료 QC살

- QA 실
-뻐RR QA 설

‘ 방사성폐기불 QA 실
연구소내 품철 관련 총인원 : 51인



나. 쯤질보증계획셔 활용현활

현재 연구소의 품질보증체계는 활질보충요건이 요구된 부서에셔

폼철보증기본계획셔의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각 사업벌 톱성에 맞는

사업용질보중계획셔가 융봉성 있고 현월성 있거1 작성， 송인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옵표 1-1-1파 감다.

- 7 -



표 1-1-1. 연구소 폼질보증계획서 발행 현활

1990. 12. 현재

。。

No. 폼철보층계획셔 연구.사업명 부 셔 최초발행얼 재정 캐청알자 벼 고

1 폼질보증기본계획서 고。 동。 폼질보충살 ’87. 7. 15 0 깨첨예정

('91. 1. 1)

2 원천안천정보시스템 폼철 완전안전정보 풀질보증살 ’89. 6.10 0
보증계획서 시스햄 연구

개발사업

3 중수로핵연료 중수로핵연료 충수로빽연료 ’85.11. 1 2 ’88. 3.15 채발행

제조품질보종계획서 제조 사업부

4 경수훌핵연료 경수로핵연료 경수로핵연료 '87.12.28 1 ’90. 2.12
설계쯤훨보종계획서 설계 사업팎

5 발전로계통셜계 발천풍겨I통젤계 발전로계통 ’87. 7.25 3 ’ 90.끄.20
품질보증계획서 설계부

6 ASME 폼질보총계획서 AS멘E B&PV 젤계 발전로껴l동 '89. 3.10 0
셜껴l부



“1

No. 쯤질보풍계획서 연구.사업명 부 서 최초밸행일 재정 재정일자 비 고

7 다목적연구로 설계.건조 다목척연구로 다목척연구호 ’86. 3.25 1 ’86. 9.30
사업 폼켈보증계획셔 설계.건초 사업단

8 l:l1따괴시험 가동천.중검사 비파괴시험 ’82.11.15 0 ’89.11. 1 채발행

품쩔보총계획셔 연구철

9 조사후시햄및방사성폐기물 추사후시험 및 처1 2연구소 ’90. 8.10 0
처리 시셀 품질보증계획셔 폐기불 처리 - 조사후시혐

서설 훈영 71 술설

- 시설운영실

10 변환사업 품질보증계획서 U02 분발제조 변환공정 ’87. 7.20 1 ’89. 8.30 채발행

연구실

11 J-R 시험 폼철보중계획셔 J-R 시혐 원자로채료 ’89. 5.16 0
연구질

12 공작설 품질관리계획서 기 71.부품 제작 공작셀 ’88. 7.31 0



다. 사업폼질보충계획의 훈영

현재 연구소가 수행하눈 사업중에셔 품질보충율 요구하는 추요사업의

폴철보총계획윤 착 사업환에셔 작성， 훈영해오고 있으며 경수로핵연료

사업부 및 벌천로계몽설계부와 같이 대형 프로책트롤 수행하는 부셔에셔는

그와 후촉되는 사업의 추진율 위하여 유사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벌도의

폼질보충계획셔롤 착성하지 않고 Appendix 혹윤 Addenda 풍올 개발하여

가존의 사업폼질보충 계획의 요건흩 보완하여 힐청에 맞도륙 책용하고

있다. 천연구소척인 폼질보증 활동울 워하여 폼철보충실운 각 사업부에

대한 다옵의 사업품질보충계획셔툴 검토하였다.

발전로계통설계 폼절보충계획셔

정수로핵연료 폼질보충계획셔

lMEF 젤계， 건조 폼철보충계획셔

공착실 폼질관리껴l획셔

셔울사무소 폼철보충계획셔

사업품철보층계획셔에 의한 셰부 업푸 수햄율 위해 작성되고 사업폼질보중

철차셔도 사업풍철보증시스템 수립에 충요한 부분율 차지하고 있어 폼질

보증기볼계획셔의 요구사항에 따라 폼철보총실이 검토하도록 되어 었으며

금년도에 검토한 사업 폼질보종컬차는 다융과 같다.

경수로핵연료사업부 (교육훈련컬차셔 외 18 건)

발전로계통설계부 (컴퓨터 소프트훼어 관리 외 25 건)

중수로핵연료사업부 t 폼질보증기륙관리쩔차셔 외 3건)

- 비파피시험연구실 (설계관리 외 3건)

- 공작실 (완성폼 휘급 빛 출하쩔차셔 외 18건)

- 10 -



이상과 같융 사업폼질보중시스댐 수럽 지훤 이외에도 기술지원의 효율

성올 기하기 위하여 공급자관리 검사자차격관리 빛 폼질보층기흡관리

등의 폼철보충 업무툴 통합책으로 수행하기 위한 쩔차셔의 재정 및 제정

작업도 수행하혔다. 욕허 품질보증기륙보존시설의 운영올 위하여 각

사업부셔의 의견율 취합 폼질보증기확관리철차률 수립하여 현자력발천소

사용천.중검사 사업에 대한 품질보충가몹 (297건)이 이환되어 관리되고

있다.

- 11 -



2. 품질보증기본계획셔 개청

가. 개정배경

우려연구소의 폼질보층켜본계획셔는 1987 년 7월 15일에 발효되어 천

연구소척 폼철보충 체계 확립에 크께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풍안

여러가지의 실행장의 문제챔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척으로 적용되기

어려훈점이 많으며 사업폰 툴롱 연구 프로책트에도 캠차 확대 척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폼질보증기본계획셔와 사업품질보층

계획셔와의 거리감율 줄이고 사협품질보층철차셔틀의 절차셔척 요건틀어

현실책으로 겔행되기 어렵거나 기본계획셔와 상충되는 점들율 고려하여

품질보증기본계획셔의 내용율 수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폼질보충

책입자와 폼철보종일칸의 업무 종첩사항에 대한 환명한 구분이 지어지도륙

각장에 명시된 책엄사항률윤 삭제하고 추요책임사항올 제1장 조칙에셔

언급함으로셔 일관성 었고 명확한 책임올 가지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나. 조칙

품질보증 업무률 탐당하는 조칙온 그 구조에 따라 단일조칙으로

하거나 셔로 별개의 품절보증 업무률 수행하는 여러개의 조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연구소는 그 쪽성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벌재의 뿜질보충

조칙율 혐성하고 있어 여러개의 품질보종 단위부셔 (QA Unit)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칙구조에셔도 각 사업마다 기술， 설계， 제조，

구매종파 같은 부셔와 동등하면셔도 환전히 독립된 조직인 폼질보충

(관리)실 혹용 팀이 있어셔 운영되고 있다. 따라셔 폼질보충실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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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품질보증조칙과의 업쭈분장올 각 사업마다 그 륙성율 탈리하고 있어

이율 갱의하기가 어려훈 실정이다. 그러나 각 사업부에셔 수행하는 품철

보층 업무가 모든 사업에 공롱책으로 해당훨 겸우논 이툴올 품질보증설이

롱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툴 위하여 캄사차자격부여， 총합 공급

가능자 륙록 유지， 검사차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둥과 같은 업무는 폼질

보증실이 수행하도혹 하였으며 이러한 업무는 점차 확대하여 시깐과

인력율 줄일수 있는 기반율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훤다.

이상과 같운 점들올 고려하여 연구.사업폼질보총책임자와 폼질보충실장의

책입사항은 표 1-2-1에 보인바와 같이 정리하게 되었다. 조직구조의

표시에 었어서도 현행 기본계획서는 모틀 얼한위 초칙 까지도 명시되어

있어 조칙의 변화가 콘 당 연구소의 실정으로 볼 때 관리상의 어려울이

야기되고 었으며 폴질척인 업무와 콘 연관이 없는 부셔도 명시됨으로셔

그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셔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구소는 그 특성상 메트획스 조칙으로 프로젝트를 수햄한다든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프로젝트 담당조책올 별도 구성하여 업무률

수행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품철보증 조직도 이러한

복성에 걸맞도록 하여 프로책트 수행의 일환 조언 또는 황여기능으로서의

업무롤 수뺑하가 위하여는 폼질보층 휴셔활 중심으로 한 메트럭소 또는

프로책트 조칙의 형태에 맞추어셔 구성되어야 활 것이다. 이상과 같윤

점율 반영키 위하여 기본계획서에셔는 연구소의 기본조칙올 각 사업부，

혹운 부단위 까지만 명시하였고 그림 1-2-1과 같이 대표척인 연구소 폼질

보종 조칙도촬 작성하게 되었으며 폼결보증이 요구되는 사업 또는 연구

개발 프로책트를에 대하여는 연구.사업책입자 산하에 사업품질보증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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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cet Quality Engineer)툴 품으로셔 일판 현실척인 폼질보충 업무가

수행되게 하였다. 연구소가 수행하는 대형 프룰책트 률은 거의 모두가

폼질보중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연구소 사업 관련 폼철보중조칙운 그림

1-2-2와 같이 병시하였으며 이에 따틀 각 부셔벌 책엄사항운 연구소

소규에 따르도록 추석올 탈아 소규와의 상호 모순챔율 배재하도혹 하였다.

다. 폼질보층 계획

현채까지도 폼질보충계획의 척용범위와 그 깊이률 두고 많플 논란이

일고 있다. 폼질보증기본계획셔의 요건이 모든 연구.사업에 공몽책으로

척용된다고는 붙 수 없가 때문에 품질보증기볼계획셔가 연구.사업에

그대로 쩍용 하는것올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폼질보증계획셔률

별도로 착성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품질보증기본

계획셔와의 요건이나 첼차가 상이할 때 그 척용여부가 명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올수 있다. 따라셔 버안천성 관련 폼몹이나 용혁에 대하

여는 폼질보충기본계획셔의 요건율 완화하여 척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요건율 완화시킬수 있는 철차척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라. 기타조합

젤계관리왈 포함한 다륜 조합들은 추로 일반척인 요구 사항올 기솔

하여 그 요구사항에 맞는 폼질보충 철차률 수립하고 이행활 수 있게 하였

스며 사업별로 그 륙생올 충분히 감안하여 시스템 수립이 가능하도록

셰부척인 책임사항운 가급척으로 언급율 회펴하여 사업품질보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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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플 소규의 업부분장에 따라 자연스렵게 수행되도룩 하였다. 폼질보충

기본계획셔에 명시된 일반척인 요건용 어느 특정한 사업율 위한 것이

아니고 10 CFR 50 App.B 및 원자력법의 요구사항율 좀더 구체척으로 셜명

하고 연구소의 륙성에 맞도몹 일반척이고 공흉척연 요건올 위주로 표현

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 및 현구에 척용할 때는 이률의 척용여부롤 신충히

검토하여야 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연구충띤 ”연구개발에셔의 품질보증

연구”에셔도 알수 있듯이 종합 품질프로그랩과 이햄철차셔 (implementing

procedure) 로 구성된 시스템율 구축하여 프로책트 추진시 척용 요구사항윤

종합폼철 프로그램에셔， 수행절차 빛 척용할 쩔차는 이행철차셔률 따르

도록 하는 QA plan 및 QA plan index 시스템의 도입과 프로젝트 수행천에

수행훨 업무률 평가하여 QA plan의 작성여부와 위험도 그러고 예상되는

failure mode률 알아내어 사천에 예방이 가능한 품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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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연구.사업 폼철책엄자와 품질보충실장의 책임사항

• i
‘ J

연구.사업 활월보총책임자

(1) 연구.사업 품질보풍계획셔의 수훨 유지관리 및
이의 。1 행확인

(2) 풍철 관련 업무수행옳 위한 업부쩔차셔 작성 및

사업절차셔의 검토.숭인

(3) 쯤급업쳐1 폼철보증계획의 검토 빛 명자

(4) 연구.사업 관변 폼질업푸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셔

(5) 연구.사업 구때문셔의 척절성 참토

(6) 연구.사업 관련 공급업체때 대한 감사 포는 설사

수행

(7) 연구.사업 관련 송연공급업체 목록 유지

(8) 구입기차재에 대한 響철검사

(9) 연구/사업 환련 품질보증 참시 및 감독

(10) 특수공첨의 선청， 철차셔 및 요원의 자격요건

설청 및 자쩍인종에 대한 확인활동
(11) 서험계획， 시험셀시 등 시험업무에 대한 확인활똥
(12) 측청 및 시험기기의 관리 협푸에 때한 확인활똥

(13) 자재식별관리 업무에 대한 확띤활동

(14) 부척합자재 및 부쯤관리 업무

(15) 쯤철보종기쪽의 작성， 관e1. 보관

(16) 연구.사업 관련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조치
(17) 기타 사업품질보증계획셔에셔 요꾸흰 사항

품철보증실장

(1) 풍철보증기본계획서의 확정 빛 유지

(2) 연구.사업 품칠보충 쪼칙과의 업무협조 유지

(3) 연구소 폼질관련 업쭈의 주기척떤 평가 및

경향성 분석

(4) 연구‘사업 폼질보충계획셔 몇 쩔차서 검토
(5) 선힘감사자 및 감사자의 교육， 자격인중 빛

관리

(6) 겁사요원의 자격인증 빛 관리
(1) 연구.사엽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에 대한 폼철
보충감사

(8) 연구소 공굽가농자 승인묶똑의 작성 빛 유지

(9)" 시정조치요구 빛 후속조쳐

(10) 폼갤보총기록 보존시설의 훈영
(11) 공굽7t능자 풍질팽가 업무 지원

(12) 비따괴 검사요원의 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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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착 륙i셔볍 책임사항플 연구소 소규때 파료며， 품훨관련 i홈셔외

성장 혹혼 힘장용 사업홈훨보총책임자뭉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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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충위원회 빛 실푸위원회 운영

폼질활동의 활성화와 품질조칙간의 원활한 업푸 협조툴 위하여 훈명훤

’ 90'년도 폼질보중힘원회 빚 폼질보중상무위원회 추요활동 내역윤 다옴파

같다.

가. 폼질보층위원회 훈영

(1) 제4회 폼질보증위원회

( 가) 얼 시 : 1990. 1. 16~ 14:00 - 15:3。

(나) 주요회의 내용

1) 90년도 홈철보총 충첨 추진업푸 셀명

2) 연구소 품질보증시스템 명가사업 보고

3) 품켈보충 업무 규정(‘안) 협의

4) 연구소원에 때한 폼질 관련 교육 강화 방안 협의

나. 폼질보충 실무워원회 운영

(1) 제9회 폼힐보충 실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1. 19 (금) 14:00 - 16:00

(나) 추요 회의내용

1) 부셔벌 주요 월간 폼켈업푸 현황 빚 계획

2) 폼철보증업무 규정 제정 추진현황 설명

3) 연구소 폼질보종 업무 계획 설명

(2) ‘채10:회 품철보증 실무위완회

( 가) 월 시 : 1990. 2. 23 (금)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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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요 회의내용

· 1) 부셔벌 추요 월간 폼철업무 현황 빛 계획

2) 품질보중업우 규청 제정 추진현황 설명

3) 위원 변경건 협의

(3) 제11회 폼질보충 실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3. 23 (금) 14:00 - 16:00

(나) 추요 회의내용

1) 부셔벌 주요 월간 폼질업무 현활 및 계획

2) 폼질보층질쭈위원회 운명 개선 건

3) QA 조칙깐 업무 협조 방안

비따괴 ;

조칙 특성상 QA 업무가 훤활히 수행되지 못하는바 폼질보충

실의 지원 요망.

폐기물 ;

자체 인원 충원시까지 품질보충얼의 지원 요망.

(4) 쳐112회 폼철보충 실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4. 26 (북) 14:00 - 16:0。

(나) 주요 회의내용

1) 부셔벌 추요 뭘깐 품질업무 현활 및 계획

2) QA 조찍깐 업무 협조 방안

공착실 ;

거출에 척합한 QA System 확립올 위하여 폼질보충질의 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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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질보충실 ;

시정조치 관련 문셔가 QI\실에 붕보훨 수 있도혹 협조 요망.

밭천로 ;

월성 2호기 관련 QA 업루 협조 예청.

3) CE사의 Q1\ System 소개

(5) 제13회 폼질보총 설푸위원회

( 가) 일 시 : 1990. 5. 24 (묵) 14:00 - 16:00

(나) 주요 회의내용

1) 부서벌 주요 월간 폼철업무 현활 및 계획

2) QA 조칙간 업무 협조 방안

까동천.충 검사 사업 ;

기 논의된바 있는 QA 업무 이관문제률 내부척인 회의툴 거쳐

6월중 확첨예청.

셔울사무소;

폼질보층계획셔의 현실성 있는 개정율 위하여 QA셀에서 수청

초안 싹성 예청.

(6) 쩨14회 폼철보중 실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6. 28 (목) 14:00 - 15:30

(나) 추요 회의내용

1) 부셔별 주요 월간 폼짚업무 현활 빛 계획

2) QA 조척간 업무 협조 방안

- 공착실 ;

기준에 척합한 QA System 확립율 위하여 QA질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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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질관리계획셔 작성중.

- 경수로핵연료사업부 ;

자체 R&D 과제 수햄율 위한 협조 요청.

- 폼질보종질 ;

7월중에 QA Record7} 힐환라도 이관훨 수 있도훔 협조 요청.

(7) 져U5힐 폼질보충 실푸위원회

( 가) 일 시 : 1990.-7. 26 (묵) 14:00 - 15:3。

(나) 주요 회의내용

1) 부셔혈 주요 월찬 폼철업무 현황 및 계획

2) QA 조직간 업무협조 방안

공작설 ;

’ 90'녕도에 공확실과 폼켈보종실이 공동으로 실시할 QA 환련

주요 추진몹표 철청.

-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

수송용기 제작사등 외주업체 설사 및 감사시 타 부셔의

감사자 지훨 요청.

폼질보충캘 ;

변환공청연구질 빛 버따괴시험연구실 내부폼켈 감사시

감사자툴 차원 받옴.

lMEF 홈질보충계획셔 검토.

셔울사무소 품질보총계획셔 재청초안 작생 및 검토.

(8) 쳐1116회 활철보총 질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8. 30 (북) 14: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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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회의내용

1) 후셔혈 주요 폼철업무 현활 빛 계획

Z) QA 조칙칸 업쭈협조 방안

경수로핵연료 사업 ;

한천 감사시 QA실에 수감지원 의뢰.

발전로계통설계부;

9월에 질시훨 한전 감사에 대버하여 QA실에 감사차 자격부여

관련 문셔 정리 요청.

폼질보종철 ;

lMEF 관련 폼질갑사 지원.

각 사업휴에셔 보환충인 QA 기몹 이관 요청.

(9) 제17회 폴질보충 실무위원회

( 가) 일 시 : 1990. 9. 28 (급) 14:00 - 15:00

(나) 추요 힐의내용

1) 부셔벌 주요 폼질업무 현황 및 계획

2) QA 조칙칸 업무협조 방안

품질보증실 ;

톱일 때U사 감사지훤.

총수로핵연료사업부 품질보증계획셔 재청안 검토.

빼기불사협 폼질보증설 ;

폼질보충실무위원회에 계속 참가 예정.

폼질보충설의 내i휴 폼질감사 수:감 가농.

- 중수로핵연료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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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기출원 등의 폼질감사가 혐균 월 1회 이상

이므로 폼질보충실 내부 품질감사계획 수립시 참고 요망.

(10) 제18회 폼질보충 실무위원회

( 가) 힐 사 : 1990. 10. 26 (금) 14:00 - 16:00

(나) 주요. 회의내용

1) 부셔벌 주요 월간 품질업무 현활 및 계획

2) QA 조칙간 업무 협조 방안

발천로계통설계부;

Approved Vendor List 관리방안

(1) AVL용 품질보층설애셔 종합 관리.

(2) AVL에 등채 및 자격연장올 위한 제반업무 (현장실사

및 셔류보완 풍)는 품질보증실에셔 해당 폼질보층

조칙에 업부위입 가능.

감사자 및 검사자 Qualification 개선방안

경수로핵연료사업 ;

폼절보층기본계획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한전 감사시 QA실에 수갑지원 의뢰.

비파괴시험연구얼 ;

폴질보층 기록의 일부률 QA Vault 로 이관.

폼철보충실 ;

비파파시험연구셀 내부 폼질보층 감사 지척사항 종결.

다목척연구로 사업 폼질보충 감사 차척사항 완료 보고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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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9회 폼질보충 실부위원회

( 가) 일 시 : 1990. 11. 29 (북) 14:00 - 15:30

(나) 추요 회의내용

1) 부셔벌 주요 월간 폼질업무 현활 및 계획

2) QA 조칙간 업무 협조 방안

- 방사성폐기물 관려 사업 ;

각 사업부에셔 분야벌 QA 안원의 확보가 어려운바 QA

요원의 상호 활용올 위하여 현재의 인훤율 Matrix

system으로 운영함이 바람척할 첫입.

경수로핵연료사업 ;

표준 폼질보충교육 Program율 개발하여 분야별 또는

능력벌 교육설시률 우{한 기반 조성.

효율척 설계검토률 위한 셀켜1 QA의 기술개발이 필요합.

- 품질보증질 ;

경수로 폼질보종철차셔 검토.

충수로핵연료사업부 내부 폼질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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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폼철보충기륙보관시설 운명

폼질보증기록보관시설 운영윤 각 연구.사업환셔에셔 생성되는 기북율

안천하게 분류보관하여 효율척으로 이용할 수 있도륙 하는데 었으며 관현

대용운 폼질보충계획셔 (17장)와 철차셔 (17‘1) 에 정의되어 었다. 현채

폼질보총기룩운 변환공청연구실， 비따과시험연구실에셔 이관되어 총 297종이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2부 보존율 원칙으로 하며 1후논 착 관련 연구.사업

부셔에셔， 1부는 폼질보충실에셔 보환하며 폼질보증셀에셔 운명하는 기몹

보관시설에셔는 영구보존율 훤칙으로 보존하고 있다. 보존할 기룩들의

이관시기와 총뷰는 다융과 활다.

가. 폼질보증기륙 환리

(1) 폼질보중기몹들의 이관시기

문 셔 명 이관시기 관 련 71 록

품철보증계획서빛 표 1-4-1에 품질보증계획셔，폼철보중절차셔.

폼질보종철차셔 따라이환

철계문셔 ” 설계도변， Design Report ,
Design Spec.

검사 관련 문셔 ”
건설 판련 푼셔 ”
시운천 관련 문셔 ”
운영 관련 문셔 ”
저l착 환련 문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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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셔 명 이관시기 관 련 기 몹

71타 ” 구때계획셔， 구매요구셔，

폼질보종기확 구매환셔， 개인자격후여문셔，

쿄육훈련기몹， 감사계획셔，

감사스케줄， 감사보고셔，

공급차 풍절명가보고셔，

공급업체묵몹， 시청조치요구셔，

폼질보층기몹관리푼처，

폼질보충기륙 분류북륙철，

폼철보증기몹 접수대창.

표 1-4-1. 사업별 폼철보충기룩 이관 시기

발천로계용철계부 대체확일 (Alternate file) 에 률어깐 후

6채월 이내에 이관.

다목책연구로 QA Record 생성 30일 이내에 이환.

견조사업단

변환공정연구셀 QA Record 생성 30일 이내에 이관.

경수로사업부 QA Record 생성 30일 이내에 이환.

중수로사업부 QA Record 생성 30일 이내에 이관.

비따괴시혐연구얼 QA Record 생성 30일 이내에 이관.

(2) 자료 보존방법

(가) 품질보증기록 보존시셜 환리책엄자는 각 부셔로부터 첩수된

폼질보증기록올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자료관리

대장에는 보환창소톨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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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부처벌 품질보증기록 보존장소

중수로사업부 MOl-DO

발전로계롱설계부 M02-00

- 다묵책연구로건조사업단 M03 ‘ 00

- 경수로사업부 M04-00

핵화공연구부 변환풍정설 M05-00

안전연구부 버따피시험설 M06-00

- 기 타 M07-00

(다) 도변윤 벌도 도면보관함에 부셔별로 분류， 보관 한다.

(3) 차료분류 방법

(가) 사업부셔에 의한 분류

- 중수로사업부

발전로계통설계부

- 다북척연구로건조사업단

경수로사협부

핵화공연구부 변환공정실

안켠연구부 비파괴시험실

기 타

(나) 각 사업부셔에 대하여 문셔협태에 의한 분류

폼질보총계획문셔 (계획셔， 절차셔 빛 지시셔)

각종 설계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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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정에 대한 자격뿌여 관련 문셔 (작업자， 철차셔 빛

사용창버)

구매관현 문셔

각종시험 및 검사기몹

부척합사항보고 및 시청조치 환현 문셔

감시， 감톡 및 참사환현 문셔

시운천 빛 운천 '1륙셔

기타 계약상 또는 규체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폼질보충

기록 문셔

(4) 훌철보증기록 첩수 및 보폰 절차 흐름도 t 그힘 1-4-1)

각 연구.사업부

i 풍질보증설 (1부) ~-------------I ' 정기척 감사

폼절보충실장 결재

• l 폼질보종 기록

보존시설 첩수

보존관리 (1부} 각 연구，사업뺨 보폰

(1 부)

그림 1-4-1. 첩수 및 보존절차 흐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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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r I J-I ,- I I-I I I
1) Project 기호

HWR : 종수로사업부

KNS : 벌천로겨I통젤계부

KMR : 다목척연구로건조사업단

PWR : 경수로사업부

NCE : 핵화공연구부 변환공정실

NDT : 안천연구부 Bl파과시험싫

QAD : 폴질보층살

ZZZ : 71 타

2) 문셔 File 번호 : 문셔 약칭 또는 분류코드올 사용

{예 ; Audit File • AF)

3) 품젤보중기혹 보폰 시설 기호 : 보존기구 및 보관줄，

칸올 나타냄 (예 : 모벌핵 l째줄 첫째깐→MOI-OI)

예) 충수로사업부 폼질환리실 문셔 Audit File올 모벌랙

1째줄 1째간에 보환활 경우

I" IwTR I-I A IF I-1 M 10 11 I-1 0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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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철보충 인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종 관리

가. 원자력 폼철보충 분야의 교육훈련

(1) 원자력 폼철보증 교육의 벌전과청

우리나라 원자력 환야의 폼철보종의 협사는 고el원자력 1호기툴

건설할때 부터 부문척으로 도입되기 시착하여 1990년 현재 올진원차혁

2호기툴 포함하여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가동되는 과청에셔

벌현올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폼질척 요구조건외에도 인척

개발 빛 활용이라눈 대인활동 요건으로셔외 교육훈련윤 상당히 중요한

부푼을 차치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관섬과 노력이 휘따라야 하는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널리 쓰야고 있는 QA/QC 요구사항의 발켠과정율 보면，

QA/QC 요원에게 보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걸친 지적이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QA/QC 요원에게 원자혁발전 천반에 꽤한 실우

지삭율 숨득케 하는 외에도 종합척인 기술검토 능력율 향상시키도혹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는 1982년 전력회사에셔 훨요한 ”교육체계의 구성 및 운형기준”율 위한

기본척 지첨으로셔 교육프로그햄의 체계척 명가， 교육몹표의 챙확한

셜청 및 처l계척인 자쩍인층에 관한 것울 추요내용으로 채시하였고

1986'건판 IAEA 1’R.262 (폼철보증 요원외 교육.훈련 몇 차격인층에 관한

매뉴얼)와 1980'녕판 TR.NO 200 (원자력 인력개발올 위한 지청셔)에

따르면， 원차력 Project 때 참여하는 조칙이 자격인층 요건과 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방법올 수웹하도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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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훤자력 연구개발 분야 및 산업계에셔 QA/QC 기솔 및

교육윤 주로 미국으로부터 습특해 왔으며 따라셔 H\EA의 인력개발 북표

및 QA/QC 교육묵표는 우리의 홉표와는 벌첩한 관계에 있으므로 세부

사항율 간단히 소개하면 다옵과 같다.

(가) IAEA 가 권고하는 연력개밭 목표

척청수의 유차척요원율 개밭

척시에 필요한 인력율 이용할 수 있도혹 보장

인력의 창의력， 판단력 및 성숙도의 환챔에셔 천체척인

균형흩 유지하도록 보장

천국에 걸친 교육척， 기슐척 및 산업척 하부조칙의 재선율

혹진도혹 보창

모흔 가능한 교육기회률 효과척요로 이용

( 나) IAEA가 권고하는 QA/QC 교육북표

대학 교육과정에 QA/QC 천공과묵율 두지 않고 있는 회원국윤

타분야의 천공자률 QA/QC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전공학과， 실무경험분야 또는 담당칙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재교육파 계숙교육율 실시하고 있다. 록，

칙무에 척합한 교육실시

해당 방칭과 철차 및 척용 Code 와 기술수준 (표푼)에

패한 훨져한 교육실시

집무자세의 캐션 및 업무성과의 향상

칙무상의 휘약점율 보완하고 관심분야의 능력채발

교육， 갱력 및 자격에 대한 기록의 철져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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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원자력 교육의 실태 및 연구소내 교육

미국의 TM! 원천사고 이후에 폼질보충 프로그햄의 척용범와가 확대

됨에 따라 운천 QA/QC 교육과정의 종류와 실무지씩의 폭도 넓어쳤으며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실무교육윤

면허가 법령과 환련 규제지첨

- 기솔시방셔

용접， 비파괴서험 및 롭수공정

안전성， 비상대용 program

계륙기슐 및 계기교정의 관리

방사선 방어기술

보안시첼 계흉

기계， 천기계통

핵연료 및 폐기물처리

제어껄 훈영

발천소유지， 개조 및 보수의 환행

방사성 물질관리 및 방사성 며I기물관리

등의 내용위주로 한천 빛 계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채

원자혁 환련 국가공인 교육 및 원자력기솔 교육윤 한국원자력 연구소내

부셀로 운영되고 있는 원차력연수원에셔 원자력발천기솔 및 핵연료추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비파괴검사기출 및 원자력 환현 면혀소지자와

국가기슐차격종 소지자 보수교육 둥으로 나누어 월시되고 있다. 롤

폼질보충실어}셔는 1987년 수립된 연구소 품질보증기본계획에 의꺼，

폼철관련 활동이 천재되고 있는 소내 각 연구.사업부셔에 대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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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및 자격환리와 더불어 폼질보층의 기붙척인 기초교육이 시맹

되었다. 교육내용운 대벌하여 폼질보충기초교육， 일반폼질교육， 폼절

감사자 교육 풍으로 이루어쳤고 1991년도 부터 품질검사자 공통교육

{기초교육)도 실사훨 예정으로 었다.

NO 교 육 교육내용 시간 대상자 참석 버 고
주 체 수 인원

1 폼철 폼철보중의 발천 2 천 연구.사업 29 창의식

보증설 과정 폼질환련인원

2 폼질 폼질보충계획셔& 2 천 연구.사업 21
보층셀 철차셔 재념 품철관련인원

3 폼질 국내/국제 원자혁 2 천 연구.사업 23
보충설 품질보증 기준 품질관련인원

4 품질 감사개요 및 가법 4 감사자 자격 4
보중실 부여 대상자

5 품질 전사척 품질관리 6 천 연구.사업 79 시청각

보증설 폼질관련인원 (각 교재

TQC의 도입과 후친 시깐 (한국

추진 방법 창석자 공업
합산) 표준

환리가 곰 끊임없는 협회

천잔 제확)

품질보증운 TQC의

정수

QC 7가지 도구의

활용 방법

QC 푼입조 활동의
추진 방법

표 1-5-1. ’ 90년도 폼질보총 교육 실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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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교육인원운 총 10회의 교육에 총 156명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이 가운데 감사자 자격부여률 위한 교육아 1회 포함되었다.

’ 90년 현재에는 감사자. 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총활척 환리가 폼월

보총실 충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91년 부터는 폼질검사자 자격교육

빛 관리도 실시훨 예정으로 있다.

(3) 향후 교육.훈련 자격인중 관리 방향

미 연방기준인 10 CFR 50 App.B 의 18개 Criteria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윤 제 2장 품질보종계획에 포함되어 었다. 측 ”품껄보증

계획윤 품철에 영향율 추논 업쭈률 수행하는 인훤애 대한 책철한 춤련도

탈성 빚 ·유자툴 위한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세부철화는 각 사업 및 계약내용 또는

초건에 따라셔 훈영하는 추체가 철차셔 또는 지첨셔률 개밭하여 업무

빛 등급율 나누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폼철보총계획에 포함흰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등 월련의 품질보증 활동의 최종척 북표는 원자력의 성능

보장 및 안천성 확보에 있는 만큼， 현재 원자력 품질 관련 여러검사 및

품질확인활동중 필요한 기술수준 또는 인척수출윤 여러 교육훈련 분야의

수햄에 의해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상당한 수준까지 도탈했다고 보여

지며， 앞으로눈 prevention 기능이 강화된 사전예방 검사활동 확에 보다

많윤 노력과 투자가 획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쭉， 규제검사의

정책도 어머 쩔청훤 안전규제요건과 철차의 만쭉여부딴올 점검하는

철차셔 및 시방셔 위주의 방법에셔 운천 및 사고이혁과 중상올 종합，

푼석， 협가하여 밭전소의 안천성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약점올 미리

따악하고 예혹함으로셔 사고률 미연에 방지하고 다옵 추기까지의 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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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전율 보장할 수 있는 예방검사 및 보수정책， 즉 잔단 (Diagnostic )'"

‘검사방법으로 천환하고 있는 후셰에 맞추어 이률 위한 선진기졸의-습특:

및 이에 따른 환련 인혁 및 농혁의 확보률 목표로 활철보총계획의. 교육

훈련-빚 자격인종관리 방향도 챔진척으로 이 추세에 맞휘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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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감사 현황 빛 폼질청향성 훈석

가. 품질감사 현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폼철감사의 북척윤 설정된 폼질목표툴 성휘하기

위해 폼질보중시스템이 척철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롤 평가하고， 또 수럽훤

폼질보충 시스템이 효과척으로 이햄되어 있는가률 확인하고 감톡함으로써

사업의 폼질올 확보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천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더l

있다. '90년도에 폼질보충실이 실사한 내부 폼질감사는 8회이며 연구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품칠보증감사 수감은 6회이다. 또한 외부수감 및 외부

공급업체 감사시 당설의 사업 관련 탐당자가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대표

척인 외부수감， 대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현황용 표 1-6-1과 같다.

표 1-6-1. '90년도 품질보증강사 현황

챈캔 실시기관 수 감 조 칙 지적 빚 날 짜

권고사항

한 천 경수로핵연료사업부 (LWR) 2 8.30 - 8.31

외 한 전 충수로핵연료사업부 (HWR) 6 끄. 5 -11. 8

부 한 천 버파괴시험연구설 (NDE) 3 10.11 -10.13

-/「‘ 한 전 변환공청연구실 (NCPD) 4 11. 7 -11. 8

감 한 전 발전로계통철계부 (NSSS) 2 10.31 -11. 3

한 충 밭천로계통설계부 (NSSS) 1 9.24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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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핵연료사업부 (LWR) 5 6. 7 - 6. 9

변환공정연구설 (NCPD) 6 7.18 - 7.19

셔울 현차로관리싫 (TRIGA) 5 5.18 - 5.19
내

폼 질 비따피서험연구실 (NDE) 5 7.12 - 7.13
보충실

$휴 발천로계몽설계부 (NSSS) 4 5.16 - 5.18

다북책연구로건조사업단(뻐 R) 11 4‘ 19 - 4.21
감

중수로핵연료사업부 (HWR) 3 11.19 -11. 21

사 방사성뼈기불사업 (K2ND) - 12.21 -12.22

사업부 발천로계통젤계부 (NSSS) 8 9.17 - 9.19
품철조칙

경수로핵연료설계부 (때il) 7 6.29 - 7. 3

KOPEC 18 5. 8 - 5.11

쌍룡레미콘 13 3.14 - 3.15

다북척 현대건설 본사 10 9. 26
연구로

외 건 조 현대건설 현장 13 3.14 - 3.15
사업단

AECL 10 11.12 -11.24
부

한보철강 5 10. 16

감 신양하이텍 6 9. 13

경수로 때U 5 9.17 - 9.21
사

한국중공업 (주) 6 5.24 - 5.26
방사성

며l기불 한국전력기술 (추} 7 6.18 - 6.20
사업부 1

현대 엔자니어령 (주) 3 5.21 - 5.25

발전로 CE 10 7. 9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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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합성 훈석

품힐겸향성 분석의 목척용 폼질감사시 밭행된 지척 및 권고사항

데이타률 여러가지의 요띤 (Factor) 률에 따라 분석해 볼￡로써， 얻어진

결론율 예방 폼질활동의 기초척인 자료로 활용하고 륙히 휘약한 챔에

대해셔는 중점척연 채션율 유도하며 문체촬의 재벌율 방지하는데 었다.

’ 90년도의 폼질경향성 분석율 위해 사용훤 요인윤 캅사구분， 사업부，

년도， 품질기준， 폼질결함의 발생원인 등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셔

켓째로， 내부감사 및 외부수감시의 치척사항 등율 합쳐 홈합 더I어타로

분석하였고 풀째로， 외뿌 공급 및 협력업체 풍에 대한 사업부획 획부

감사 결과불 따로 분석하였다.

(1) 사업부의·흉합데이타의 분석

(가) 감사구분벌， 년도별 지척내용 빈도 비교

표 1-6-2 감사구분벌， 년도별 지척내용 빈도 비교

감사구문 폼질보충설 사업부 자처l 외부수감 계

내부감사 내부감사

’88 35 (18) 2 (2) 32 (32) 69 (52)

’89 46 (13) 8 (5) 103 (46) 157 (64)

’90 42 (15) 15 (12) 15 (15) 72 (42)

계 123 (46) 25 (19) 140 (93) 298(158)

( )운 CAR 발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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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에셔 ’ 90년도 각 사업부에 대한 품질감사 활동 컬과인

지척내용의 발행빈도는 72건 (CAR 발행빈도 42걷)으로셔 '89년도의

157 (64) 건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추세률 보였다. ’ 90년도의 지척

내용의 빈도툴 감사구분벌로 비교할 때 폼질보증실에 의한 내복감사가

42건， 사업부 자체 내부감사가 15건， 외부수감이 15건으로셔 사업꽉

품질조칙에 의한 내부감사가 더혹 활성확 되어야 합 것오로 판단되며

륙히 외부수감시의 지쩍번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툴었옴윤 그만콤

품질수준이 향상되었융율 갑지할 수 있다.

그림 1-6-1. 감사구분별 지척내용수 바교 (’88 - '9이

120

tOO

80

60

40

20

0

t'ZLZ1 ’89

~겼%

품질보증설

내부감사

사업부자채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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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부별 년도벌 저척내용 빈도 비교

표 1-6-3 사업부별 년도벌 지척 및 권고사항 빈도 바교

사업부 ’88 '89 ’90 계

HWR 18 15 9 42

K뻐R 4 4 11 19

LWR 6 39 14 59

NCPD 7 5 10 22

NDE 13 17 8 38

NSSS 18 21 15 54

TRGA 1 2 F니 8

겨l 67 103 72 242

위 도표는 품질보증설 및 각 사업부 품철조칙에 의한 내부

감사와 i과기처， 한전 등으로 부터의 외부수감시의 폼질감사 결과로

부터 얻올 사업부처벌 치척빈도 (치척사항， 권고사항 포함}툴 다시

년도벌로 분류한 것이다. 표 1-6-3에셔 '90년도에 발행펀 CAR의

빈도률 환셔별로 나타내면 그림 1-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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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 90년도 사업부 지척 및 권고사항의 빈도 비교

NSSS
(15)

NOE
(8)

NCPD
(l이

KMRR
(1 1)

표 1-6-3 으로부터 ’ 90년의 지척빈도수가 ’89년도에 비하여 지척

내용이 층가하였고 전반책요로 폼질협가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z.림 1-6-2에셔 경수로사업환 및 발천로계룡젤계부에

때한 자척사항수가 각 각 14건， 15건 으로셔 타사업부에 비하여

많 은 자척사항이 도훌되어 시정조치 되었옴율 유의할 수 있고 각

사업부의 륙수성으로 인하여 단순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만름

폼철이 향상되었다고 판반할 수 있다.

- 42 -



(다} 폼철기준벌 지척빈도 환포도

그림 1-6-3. 품질기준벌 지척빈도 분포도

지객및권고사항

CAR

2

8

6

O

COl C02 C03 Cμ cos C06 C07 C08 C09 C lO Cll C12 cn C14 C15 C16 C17 CI8

10

14 ......1:1-•••• _- .... ---- ....... ‘ ... _---------

12 ...1. ••L __“----- .. ---“ ------ .•_.-._----

그럽 1-6-3옴 '90년도 연구소의 각 사업부셔에 대한 폼훨감사로

부터 얻어진 지척내용율 18가자의 품철요건벌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쩍윤선 그래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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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에셔 폼질보중계획 (C02) 빛 설계관리 (C03) , 문셔관리

(C06) 부분에 지척사항이 치우쳐 있음운 연구소의 폼질보증체제가

확립되어 폼철보층활동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였옴올 알 수 있고

폼질보증계획셔의 쩍철성， 개청보완， 설계 빛 문셔관러 업무에 많운

노력올 기울여 왔옴올 알 수 었다.

욕히 설계와 관련된 폼월결함이 가장 푸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설계의 복잡성에 비추어셔 설계의 주요과제인 설계획

충캡관리 및 셜계검증 및 확인운 물몬 문셔관리， 검사환리 및 품질

기록관라에 대한 폼철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폼질결함의 원인에 대한 따레토 분석

표 1-6-4. 품질결합원인별 파레토 분석표

Frequency Percent of total findings
of

Accounting category Findings This category Cumulative

R-4 문셔관리 20 .277 .277
R-6 평가활동미비 12 .166 .앨4

R-3 셜계미비 12 .166 .611
R-7 기기，자재분제 8 .111 .722
R-2 폼질보증계획문째 8 .111 .833
R-5 교육미비 7 .097 .932
R-1 조칙문제 5 .069 1.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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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림 1-6-4. 폼철결함 따레토 분석도

m
%
%
m
%
%

때%

m
ωm
o

R-4 R-6 R-3 R-7 R-2 R-5 R-l

표 1‘6-4윤 ’ 90년도에 얼시된 각 사업부처의 품질감사에셔

발뺑환 CAR 빛 권고사항에 대하여 품질결합의 원인반도를 르기

순셔대로 나타낸 표이며 이 표로 부터 그럼 1-6-4와 같운 그래프가

유도될다. 휘 그래프로부터 연구소의 각 사업부에서 대한 지척

내용의 결함원인에 대한 빈도는 문셔관리상의 결합이 20건， 혐가

활동의 미비 12 건， 셜계환리 미비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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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운 첫번째는 문셔관리상의 결함으로셔 폼질결합의 27.7%를

차지하며 그 내용윤

문서검토의 미비

폼질문셔의 관리 미버

푼셔와 부재

- 푼셔 식별상태 미비

지시처， 철차셔의 미수립 및 개청보완 미비

등 이다.

두번째는 폼질명가활동 미홉는 전체의 16.6%로셔 폼질결함보고 빛

처리처l계의 비홉， 폼질검사 활동미홉， 폼젤감시참톡 미홉， 시정

조치의 이행미홉，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미홉 등으로서 각 사업부의

품철초칙에 의한 명가활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옴으로는 설계관리 결함파 기기 및 자재관리상의 결합이 각 각

11%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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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캄사 테이타의 분석

(가) ’ 90년도 폼철기준벌 지척번도 분포

그림 1-6-5. 폼철기준벌 지책빈도 분포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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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8

6

4

2

0

,....
}

. -

.
F ,.....

-
-

~..... - -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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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겨 l . . . •
’ . • l ’ . . . . •

COl C02 C03 C어 COS C06 C07 COS C09 C lO Cll C12 C13 Cl4 CIS Cl6 Cl7 CIS

그럼 1-6-5눈 ’ 90년도 외부공급업체 폼철감사시 얻어진 지책

내용의 폼철기준벌 분포도이다. 폼철보층결합이 설계관러(C03) 빛

문셔관리 (C06)에 치총되어 었다.

- 47 -



(나) 지척내용의 훤인별 분류

표 1-6-5. 품질결함 원인별 따레토 분석표

Frequency Percent of total findings
of

Accounting category Findings This categoη Cumulative

R-4 폰서관리 18 .225 .225
R-6 평가활동미홉 16 .200 .425
R-2 품질보총계획문제 15 .187 .612
R-3 설계미홉 13 .162 .775
R-7 기기，자재문제 11 .137 .912
R-5 교육미홉 7 .087 1.000
R-l 조칙문제 1.000

80

그램 1-6-6. 품질컬함 원인별 파레토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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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4 R-6 R-2 R-3 R-7 R-5

외부감사의 폼철보증 결함의 원인은 문셔관리미홉， 명가활동

며홉， 품질보증계획 문제， 설계관리미홉의 순으로 천체의 70%률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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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앞에서 감사구분벌로 품질보증의 결합원인올 분류 분석하여

보았듯이 주요 문셔관리미홉， 품질명가활동 미홉， 설계관리 미홉，

기기 및 자채관리외 미홉 풍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것올 얄았다.

따라셔 원자력의 안천성 및 신뢰도툴 처l고하기 위한 폼질보충 활동의

방향율 다옵과 같이 청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훤다.

(가) 폼질문셔관라의 업무 강화

각 사업부의 풍질문셔관리체계의 청럽율 위하여 절차셔의

보완이 요청되고 륙히 사업부의 주요 품철 관련 문셔가 품질보증

실에 쳐1출되어 검토될 추 있도록 해야 할 것입.

(나) 품질횡가 체계의 활성화

사업부의 폼질평가 활동올 활성화 하기 위해셔는 품질조칙의

조칙체계톨 재정비확고 품질감사자의 자격부여 및 폼질보증 교육의

강화 등으로 폼질평가의 수준율 높이고 특허 사업부 폼질조칙에

의한 품질형가 활동올 활성화해야 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계관리의 향상

폼컬 71준별 지척내용의 문포에셔 설계상의 품질결함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셜계관리 철차률 보환해야 하고 셜계에 대한 폼철

확인 활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휩. 톡히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설계기준이 시방셔， 쩔차셔 및 지시셔에 올바르게

반명되었는치툴 확인하기 위한 감사 감톡의 활성화가 요구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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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소프트쩨어 품철보충 연구

가. 소프트웨어 품질보중의 개요

원자력발건소의 셜계에셔 운영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용의 비중이 중가함에 따라 원전와 신뢰성 및 안천성은 소프트훼어의

의폰경향이 커쳤고， 이와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젤계， 제조가

하드웨어의 셀계， 제작과 칼운 동동한 개념으로셔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셔 컴퓨터 소프트훼어가 정확하고 믿율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책관척 수단으로셔의 폼질보종 기술이 연구되어

쳐고 척용되어져야 한다. 원자력 관련 Pure Research 이외에도 핵연료

설계 및 제조， 핵총기공급겨l동사업， 핵연료추기사업 등올 국가척 과제

로셔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소는 각 연구， 사업에 이용되는 컴퓨터

소프트훼어에 대한 품질보충기술 빛 방안올 연구하고 부분척으로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층 기술아 쩍용되어 왔다. ’ 90년도에는 폼질보충실

추관으로 IAEA와 천문가률율 초청하여 세미나률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솔척 연구는 계숙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척용하기 어려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문제률율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훼어 품질보증시스템올 확립할 계획이다. 원천어l

이용되는 용용 소프트웨어는 르게 칙첩 이용되는 경우와 간첩척으로 이용

되는 경우의 두가지로 분류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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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첩이용되는 소프트웨어

o Plant Processor Computer 의 Historical DBMS

o Plant Protection System (PPS)

o Criticality Monitoring System (CMS)

0 비상대용젤버시스탬 :( ERF/SPDS)

0 발천설비관리시스템 (Power Unit Management ‘ System/Nuclear) .

- 간첩이용되는 소프트.훼어

0 핵중기 공급계흉 썰계시의 용용소프트웨어 약 200여종

o 경수로 빛 충수로핵연료 절계시외 용용소프트웨어 수백종

o 핵연료추기사업 관련 용용소프트훼어 다수

o CAD/CAM 또는 C뻐 환현 소프트꿰어.

1988년도 폼철보층설의 기롤연구보고셔에셔는

0 원자력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폼질보충의 필요성

0 소프트웨어의 생명추기 (Life cycle) "

o 소프트훼어 품질보증계획

o 소프트웨어 관련 불셔관리

o 소프트훼어 폼철기홉의 환리

o 검토 및 감사

0 구매관리

둥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 90년도에는 ’ 88년도 연구에셔 빠진

G 구성관리 .(Configuration 、 Management)

o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등올 추가하였고 또 IAEA 의 ·꿔르상에셔 다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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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프트웨어의 검토 및 감사

0 소프트웨어 품질계획 수립올 위한 지청

풍올 소개하고자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검토 및 감사 (Software Reviews and Audits)

소프트꿰어의 검토 빚 감사의 혐태는

- 구현검토 (Implementation Reviews)

- 기솔검토 (Technical Reviews)

- 소프트웨어 폴질보층감사 (SQA Audits)

- 성능감사 (Performance-Based Audits)

등이 있다.

(1) 구현검토 (Implementation Reviews)

구현검토는 Desk Checking, Department Reviews , 구조척검토회

(Structured Walkthroughs) , 검사 (Inspections) 등요로 구폴할 수 있다.

Desk CheckinJl:

Desk Checking 운 일반척으로 프로그램 개발자 자신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이며， 코딩단계에셔 이후어진다. 이러한 방법윤 비구조척

방법으로 수햄되기 협고， 따라셔 일팔척이지 않고， 어떤 에러률옴

발견되지 않고 협게 지나쳐 버리기 협다.

DeDartment Reviews

Department Reviews 는 두 사람 혹운 그 이상의 자쩍이 부여된 사람

들끼리 함께 검토활 하는 것으로 sw의 개발단계 또는 전 생명추기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첫운 내용의 검토결과에 대한 지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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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운 조칙 또는 같운 부셔안의 다른 사람에게 유효 책절하게 천달

되어질 수 있는 엇챔이 었다. 흉상 이 방법올 검토 (review) 에

대한 조치 또는 코벤트에 대한 해결방안올 강구합 수 있는 체계척인

방법은 아니며 개인척인 현견 등에 의해 공청치 옷한 명향올 받는

단첨이 었다.

Structured Walkthroughs (구조척 검혈회， 검토회)

구조척검토회는 1978년 Yourdon 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개발조칙에

의해 수햄되는 비공식척인 방법이다. 검토팀의 각 구성윤 젤계자에

의해 개벌된 코드개발기술서를 점검하며 그 묵척은 문셔상의 불일치

(Discrepancies) 또는 중대결함올 찾고자하는 것이다. 검토회팀운

테크닉， 결함， 절차상의 불일치한 문제 동율 로벤트로 기룩율 남긴다.

검토회툴 수행할 때 다옴과 같은 사합률율 그 차챔으로 상율수 었다.

검토회 (Wa1kthrou빙1) 의 최척인원운 3-6명 이다.

검토회의 시깐운 90분에셔 120분 사이가 척당하다.

검토자는 첨검표를 착성하는 것이 결함올 벌견하고 작성하는데

효과척이다.

참석인원은 개발힘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검사 (Inspections)

Inspections온 개발조칙에 의한 내부책인 검토활동이지만 검사률

하기위한 명확한 지챔사항이 결청되어야 한다. 이 방법폰 앞에셔

기솔한 검토회와 유사한 방법울 취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공식책인

검토절차툴 갖는다. Inspection의 방법윤 청협책으로 천체개발

코스트(Total Development Costs) 률 줄이고 생산성 (Productivity)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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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spection의 방법과 장챔물 열거하면

다옴과 같다.

앞각옳

- 각 검사팀의 각각의 책임사항올 청한다.

검토되어철 내용불율 배분한다.

* 코드검사 (Code Inspections) 는 소스코드 리스트와 콸련 설계

문셔률 기초로 수행훤다.

어떻게 설계가 구현훨 것안지률 가출하고，

문셔툴 작성한다.

- 각 검사는 하루에 2시칸 이상올 넘지 앓는다.

검사결과롤 훈셔화한다.

쭉-훨

개발조칙내에셔 코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향상훤다.

전반척인 sw 제폼의 신뢰도가 중가한다.

채작업의 감소로 연한 생산성이 증가한다.

개발경비의 감소

추요개발자에의 의존성 탈회

(2) 가솔검토 (Technical Reviews)

sw의 개발딴계롤 여러단계로 구분하여 착 개발단계가 완료되는

섯캠에셔 시행하는 것￡로셔 검토가 요구되는 폼질수준이 만촉되고

있눈가몰 확안하기 위해 각 과정올 명가한다. 검토결과률 보고하고

륙히 벌견훤 결함에 대한 해결방안등이 공식척인 철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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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솔검토의 종류는

Software Requirements Review (SRR)

Preliminary Design Review (PDR)

Detailed Design Review (DDR)

Software Test Requirements Review

Management Assessment Review

등이 었다.

문쩨는 없는가?

(가) Software Requirements Review (SRR)

SRR의 몹척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완천하고 기술척 정확성이 있나 ?

소프트째어 요구사항이 테스트가 용이하도룩 수립되있나 ?

소프트훼어 요구사항여 행정책， 겨슐척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설계지원율

되었는가?

사용자의 요구에 부옹활 수 있는가 ?

동옵 검토하고 명가하기 위합이다.

컴토되어야할 문셔률 또는

위해 총푼히 준비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셔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

cation)

Software Acceptance Criteria

인터페이스 시방서 (Interface Requirement Specification)

소프트웨어 재발계확 (Software Development Plan)

소프트훼어 구성관리계획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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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Plan)

- 소프트훼어 폼질보종계획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 Software Standards &Conventions

소프트웨어 요건 컵토시 다융의 사함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한다.

- 사용자 및 개발조칙간에 이해 가놓한 사용헌어(Langnages)

및 포뱃 (Fonnat)

- 성파물의 검층율 위한 충분한 세부사항

‘ 형태가 다룬 입혁 테이타에 대한 소프트웨어 체리의 척절한

청의

- 소프트꽤어의 변경 (Modification) 에 명함이 콘 설계구조

(Design Structure) 빛 설겨I방식 제약사항 (Design Style

Constraints)

- 사용자의 요구률 충촉하기 위한 요건의 추척방법.

위획 사항풍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건의 검토가 수행된 후에는

소프트훼어 요건 시방서가 승인이 되고， 예비설계단계률 진행

하기 위한 권한 (Authority) 야 부여되고， 테스트계획이 작성

되어야 한다.

(나} 예비설계검토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예비설계검토의 북척운 소프트훼어의 설계가 다옵과 같윤 요소

률와 관점에셔 상위레벨 설계가 이루어지는가률 검토하고 혐가하기

위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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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톰논리 (Flow Logic) 의 완전성

실현가농성 (Feasibility) , 측 타당성의 정 도

신축성 (Flexibility) , 욕 새로운 환경에셔 시스햄이 협제 향상

휩 수 있는가의 청도

- Interface Compatibility

- 요구사항의 추척정

예비설계검토시 검토되어야할 불셔들온

- 상위 레벨 젤계분셔 (Hi양}-level Design Documents)

젤겨l 충첩사항 문셔 (Interface Design Documents)

떼이타베이스 설계문셔 (Data Base Design Documents)

등이 있울수 있다.

예비설계 검토시 중점척으로 검토되어야 할 토픽률혼 추로

- 에러의 휘급방법 및 재선 (Error Handling)

- 논리흐륨 (Control Logic Flow)

- 데이타 구조， 테이타 효훔 (Data Structure and Flow)

- 문셔 또는 문셔환리 방법 등이 기술기준 (Standards) 또는 관례

(Conventions)툴 따로고 있는가의 관첨

외부 빛 내부 인테페이스 사양

등이며， 검토가 완료되변 상위레뱉의 소프트웨어 설계가 승인이 되며，

기본설계의 기준선 (Baseline) 이 확립되며， PDR외 컬파로셔， 문제가

석벌되어 해결이 되면 원래의 소프트웨어 요건사방셔가 개정되어야

한다.

( 다) 상셰설계 검토 (DDR : Detailed Desig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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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셰셜계 검토의 복척윤 소프트웨어 상셰젤계의 내용이

• 코당단계률 위해 충분히 완벽하게 출비가 되었는가

테스트 가능성의 정도

- 충첩사합 (Interface Compatibility)

- 요건 또는 기준에의 척합성 및 추척성

프로그램처리숙도 (Timing) 빛 크기 (Sizing)

동의 관점에셔 검토하고 명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셰설계 검토의 대상이 되는 추요문셔는

- 소프트훼어 상셰철계시방셔 (Software Detailed Design Specifi

cation)

인터페이스 젤계 문셔 (Interface Design Documents)

- 데이타베이스 설계 문셔 (Database Design ‘ Documents)

둥여 있올수 었다.

상세설계 겁토시 중점책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률운 추로

- 최종설계내용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시방셔의 내용과 서로 조화

되는가 족 모순점운 없논가 하는첨.

- 절계의 Integrity툴 확럽하는 가능한 데이타， 즉 논리 다이아

그램 (Logic Diagram)

인태페이스 요건이 완천하고 조화되는가 하는점

- 입.출력의 범위， 에러의 -처리

- 처리속도， 기능흐름도， 프로그램 크기， 기억메모러 요건， 기타

성능요건 등에 대한 정의

- 컨트롤 및 입.활력 처리 등올 포함한 프로그램 설계의 완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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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리 알고리즘의 청확성

데이타 화일， 레코드， 요소 등의 정의

세부 플로우차트가 완벽한가 하는점

에러의 쳐리방법이 정의 되었는가

상기에 혈거흰 사함률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세부 셜계서방셔는

승인되어지고 업무기준 지첨 (Baseline) 으로 환리되며 코딩단계가

시착훤다. 검토결과 findings이 발햄되어 개정율 필요로하는 철계

시방셔의 상위문셔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 라) 소프트웨어 태스트 요건 검효 (Software Test Requirements

Review)

소프트웨어 태스트 요건의 첩토 확척윤

- 테스트 환경

Test Set-up and Initialization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젤차

테스트 목표 잊 기준

퉁이 척철하고 완벽한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테스트 요건외 검토에 입력되어야 활 문셔로셔는

- 소프트웨어 검증 빛 확인계획 (SVVP : Software Vec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 단위태스트， 종합태스르， Acceptance Test 등에 대한 기술문셔

- 테스트 일청 및 철차

등이 필요하며， 검토의 추요관점 대상은

- 기능척， 성능척 요구사항률의 추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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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Standards) 등이 만촉되는가 ?

- 모든 요구사항들이 테스트 가능한가 ?

- 테스트 지챔여 명확하고 깐결한가 ?

• 테스트 일정， 책임사항 풍이 71술되었는가 ?

둥이 었올수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소프트쩨어 검충 및 확인계획

(SVVP) 이 승인되고 단위프로그램， Component Program 또는 Inte

gration 수출에셔 테스트가 서학훤다. 또한 테스트계획의 검토

곁파어} 의하여 이천에 확립펀 기준선 요구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었다.

( 마) Management Review (MR)

Management Review의 북척운 소프트훼어 폼질보층계획 및 절차

셔의 효율성율 검토하고 형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검토는 겁토받운

조직과 조직척으로 톡립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과 그 시행 (Implementation) 의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컵토 (Technical Review) 의 총류인 SRR , PDR , DDR , TR ,

뻐 등에 대하여 간단허 살며 보았는데 이외에도

- 기능시방검토(Functional Specification Review)

사용자문서 검토 (User Documentation Review)

- 테스트 척정성검토 (Test Readiness Review)

자쩍 검토 (Formal Qualification Review)

등이 있다. 얼반척으로 검토률 수행하는 절차는 첫째， 자쩍있는

검토자률 선정하고 둘째， 검토의 범위툴 결정하고 셋째，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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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후의 결과롤 문셔로 유지하고 넷째로 도훌된 문제애 대한

해결방법둥 서정조치를 휘한 다옴 마지막으로 종결쳐리률 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3) 감사 (Audits)

소프트웨어 품철보증감사의 형태는

기능감사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 팔리감사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공정중감사 (In-Process Audits)

- 성능감사 (Performance-Based Audits)

등으로 구분된다.

{ 가) 기능감사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거능감사의 묵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야 끌난 시점애서 소프트

훼어 요구시방서의 모둔 요건들이 만록할만 한가률 검토하고 입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조칙과눈 조칙척으로

톡럽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기능감사롤 수행시 관점올 두어야 할 사항률은 다옴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시방셔상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가 ?

- 기능， 성능， 설계제약조건 퉁이 완천하게 셔술 되었는가 ?

- 요구사항률이 검중 및 테스트 가능한가 ?

- 시스템의 톡철이 일관척인가 (Consistent Characteristics) ?

- 소프트웨어의 구조， 스타일이 개션가능한가 ? -

- 원래의 사용자 요구에 대한 소프트훼어의 성능이 추척가농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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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관련 문셔틀이 사용하기 쉬운가 ?

( 나} 물리참사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불리감사는 소프트웨어 자체 즉， 프로그램들과 환련훤 문셔

률이 셔로 내부척으로 일관성이 있는가롤 파악하기 위합이며 사용

차가 사용하기 쉬올만름 양도 준비가 되어었는가톨 검토하고 입충

확기 위한 것이다. 물리감사는 기능감사의 경우와 마찬까처로 개발

조칙과는 톡럽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물리 감사시 관첨올 두어야 할 사항혼 다옴과 같다.

- 테스팅이 완컬되었고 문셔화가 되었는지

- 눈에 띄는 문제률이 해결되었는지

숭인된 설계변경사항들이 제대로 여행되고 관련 문셔률이 설계

변경내용에 따라 Update 되었는지

- 시스템의 특철이 일관척인가 (Consistent Characteristics)

- 사용차 문셔가 완벽한가 ?

소프트웨어의 건천성 (Validation) , 측 의도된 환경에셔 sw의

요구펀 입무롤 수행활 수 있는 능력올 어떠한가 ?

운영 및 유지보수 문셔들이 완벅한가 ?

( 다) 공쩡충감사 (In-Process Audits)

공정중감사의 목척은 설계의 일관성올 검토하고 욕히

- 설계 시방의 내용대로 코드가 구현되는지

젤계 충캡사항

- 기능요구사합동이 설계에 반형되어 구현되는지 또는

- 가능요구사항등이 테스트롤 수행한 컬과 어웹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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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올 검중하고자 하눈 것이다.

( 라) 시스템 감사 (System Audits)

관리 시스템의 책철상 및 효율성울 챔검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의

대상운

폴질계획 (Quality Planning)

품질쩔차셔의 확성 및 관리 사항

에러의 보고 및 시정조치는 어떠한 철차에 따라 수행되는가 하는

문제

구매물폼 또는 용역에 대한 환리 사항

품질보총기륙의 보관， 검책 및 관리사항

폭립검증조칙의 혁할분답， 책임사항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에 의하여 업무가 효율척으로 수햄되는가훨

확인하는것 등이다.

이 감사의 추안첨은

폼철에 영향율 추는 활동 동에 배한 절차서가 시의척절하거l

확성 되었는가?

폼질에 혁햄하눈 유의사항률의 식벌패턴 및 그의 해결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윤 어떤가 ?

시정조치 사항외 follow-up에 대한 겁증 등여 포함되어야 활

것이다.

(4) 성능감사 (Performance-Based Audits)

성능감사는 공급차 (Suppliers)가 올바른 제폼율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칙첩 판찰하기 휘하여 행하는 것으로셔 안전도 또는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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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게 영향율 주는 특청 제폼 또는 항북에 대하여 공정과정 또는 활동

둥이 믿율만하다는 신뢰감율 공고히 하는데 코게 도울이 된다.

성눔감사는 폼질보층에셔 이야기하는 공급업체형가률 의미하며， 이러한

성능감사물 수행하는 북척운

용청항북 또는 제폼의 본래의 기능율 확인 (Identify) 하고，

의도휠 원래의 겨놓올 완벽하 수행하는더1 필요되는 항묵의 속성

등율 청의하고 또 이러한 속성윷 구체화 하는 공청 또는 활동율

identify하고

위에셔 얼거한 과정률율 명가하는 방법등율 명시하기 위한 것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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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철에셔 젤명한 검토 빚 감사의 총류률 도형확한 그립운 다옵과

칼다.

검토및압사

구뻔검토

l삐빼빼ti뻐

&에때

7) 슐 갱 토

I빼ical

levi때

강 샤

SlA Audit
생능낌샤

perf뼈n않-

Based뼈its

나關」
g건갱토 가매，녕뼈사” 니I’꽤빼AJ찌
{S뼈) 갱 사

O때met 얘81뼈갱토 훌리갱시
w빼h빼· I"빼}

l많
網j

爛빼~ν
lOOR)

In째etUon 대스트갱토 시스댐
m베 갱 ~~

닉 훤I갱토

|뼈}

그림 2-1‘1. 갱토 및 감사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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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1) V/V의 개념

V/V는 개발훨 소프트웨어의 신획도 (Reliability) 률 향상하기

위한 체채척인 접근방법으로셔 프로그램 개웰과 병행하여 수햄훨 때

효파척이며 소프트꿰어 요구사항， 설계 ‘및 로딩상의 에려률올 초71 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V/V는 프로그램 개발조칙과 톡럽안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V/V의 청의에 대하여

보엠 (Boehm). IEEE , 그리고 미국방성 (DOD-STD-2168)에셔 청의한

것올 요약하변 다옴표 2-1-1과 같다.
i 、，

l

표 2-1-1. V/V 의 청의

- Barry Boehm -
Verification is doing the job right and validation is
doing the ri양It job.

IEEE glossary
- Verific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products of a given phase of the software
development cycle fulfill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during the previous phase.

- Validation is the process of evaluating software at
the end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to ensure
compliance with software requirements.

DOD-STD-Z168
- Verific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products

of a given phase of the software development cycl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nsistency with respect to the
products and standards provided as input to that phase.

- Validation is the process of evaluating software to
ensure compliance with specifi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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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운 전단계에셔 정립훤 요구사항 (Requirements) 률에의

일관성 (C.onsistency) 올 확립하기 위하여 각 개벌단계의 Products에

대한 셰부척만 검토로 이루어진다. Validation온 컴퓨터 프로그램올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 결과롤 명가하는 것으로셔 Validation의 타당

성율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차에 의해 수뺑된 Testing은 V/V에 책입이

있는 톱렵조칙에 의해 혐가되고， 보환확어야 하며， 성놓 테스트가 수뺑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운 테스트 결과들이 요구사항시방셔의 기륙율

만쭉한다고 할때 인층된다.

(2) 시스템의 개발시 V/V에 환한 Portion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V/V는 조칙척으로 톡럽인 기관에셔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척이며 사스템의 규모가 방대하고 북참할수록

이첩윤 더육 강조되어야 한다. 천체개발에 대한 V/V의 Portion의 활당

기준운 Project Man~gement， 프로젝트와 성격， 규모에 따라 다르며

경햄척인 통계는

-사무처리용 소프트훼어의 경우 10-15%

과학기술， 공정제어， 시스템 접속 빛 롱신 소프트훼어는 20-30 %

로 보고 있고， 웬천에 칙캡 이용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게 훨가

되어야 활 것이다. 표 2-1-2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 공학센타

에서 .개발한 ”소프트훼어 기솔개발에 관한 연구” 에셔 발빼한 자료이다.

표 2-1-2에셔 설.계까지의 Manpower가 60%에 Ql틀는 것운 셜겨l의 풍요

성율 말해주며， 테스트 및 검중 (즉 이것이 V/V촬 의미함)은 천체

Manpower의 15--20 % 청도률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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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각 기관벌 소프트.훼어 개발주기에 배문되는

Manpower악 비율( %)

기 관 요 구 예 벼 상 셰 구 현 태스트

환 석 설 계 셜 계 빚 검충

SW 용혁업체 17.8 15.5 21.1 27.8 17.8

일반기업체 23.8 13.8 20.0 24.4 18.0

연 구 소 23.3 16.7 20.0 26.7 13.3

교육기관 17.0 17.0 26.0 . 26.0 14.0

청부기관 13.3 11.7 25.0 33.3 16.7

형 균 ( %) 19.0 14.9 22.5 27.6 16.0

원차력분야 빛 항공우추 분야 등에 쓰이는 sw의 프로책트 에셔는 톡립

척인 조칙에 의한 검충 빛 확인 (Independent Verification and Vali

dation) 이 수행되어 Hi방1 Quality 및 Reliability률 갖는 sw가 개발

되어야 하며 이러한 IV&V에 소요확늄 비용윤 천체 개발비용의 약 25%

이상이 되논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째발단계벌 V/V 활동

초기단계는 Concept Exploration Phase 로셔 환제가 식벌되고，

폰제롤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외 컬청어 이후어 진다.

문제가 Statement of Problem 이라는 보고 셔로 문셔화되며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율 위한 첩근방법이 Management Plan으로 문셔화 훤다.

Management Plan-옴 프로그랩 재발과 V/V의 기초자료가 되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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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발프로책트의 조칙， 수행훨 활동， 프로책트 추진일정， 각

합여자의 책임사항 등이 기솔된다.

초기단계의 V/V에 고려돼야 할 요소 ( aspects)윤 다용파 같다.

o V/V는 누가 수햄할 것이며

o V/V에 척용훨 노력의 수춘 (축， 프로그램 개발 노혁수준에 바교

되어)

0 수뺑되어질 일반척인 V/V 활동

o 각 개발 활동에 책용훨 노력수준

0 개발과 V/V 검층그촬 사야의 테스트 책임사항의 한계

o V/V의 대상인 개발 결과불

0 채발 결과물의 이전 일정

o V/V 보고의 절차 및 횟수

o V/V의 결과률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V/V 계획 (Planning) 운 야 초기단계에셔 시확된다.

요건 정의 단계 (Requirements Definition Phase)

이 단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혹해야 하는 요구사항 률이 도훌되고

요구사항시 방셔 (Requirements Specification)에 문셔화 되어야 한다.

이 과청에셔 프로그램 개발과 사용자 (Sponsor) 간에 충훈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요구사항툴운 더 나윤 문제해결이 구해질 때

다용단계에셔 수정훨 수 있다.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셔의 V/V 활동몰

V/V Plan의 개발

요구사항시 방서의 검종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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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버테스트. 계획 (Preliminary Test Plan) 의 개발

- 예비테스트 계획의 검중 (V/V팀과， 재벌그룹에 의해 톡립책으로

수뺑되어 두개의 톡립척인 테스트계획이 생킬수 있다. )

설계단계 (Design Phase)

젤계단체에셔 프로그햄개발자는 논리구조 (Logical Structure) , 정보

효폼도 (Information Flow) , 논리처리한계 (Logical Processing Steps) ,

데이타 구조(Data Structures) , 또한 요구사항 시방셔률 만혹하는 기타

사항 퉁율 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것윤 요구되는 지원 소프트웨어

(Support Software) , 추청메모리 (Estimated Storage) 프로그램 운용

환경과 관련된 기타 청보 등파 함께 셜계시방셔 (Design Specifi-

Cation)로 문셔화되어야 한다. 뿔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셔화(Program

Documentation)가 시좌되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념，

웅용정보， 문제 또는 기능에 관한 정의， 프로그래밍 정보 둥이 포함훤다.

설계단계의 V/V 활동운

- 셜계검증 (Design Verification)

- 예비프로그램 문셔의 검증 (Verification of Prelimihary Program

Docu. )

- 셀계정보의 통합율 위한 테스트 계획의 .수정 (Update)

- 수청 테스트계획의 검중 (Verification of Updated Test Plan)

E댐한계

코딩운 프로그램 셜계내용올 프로그램언어로 변환하는 것으로 코딩

과정윤 코드의 예비점검， Compilation 등이 수행된다. 프로그램 분셔

화는 이 삿점에셔 프로그램에 대한 모틀 정보가 반명되어 Update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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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한계의 V/V 활동윤

• 소스코드의 검중 (Source Code Verification)

• 프로그램 문셔의 검층

- 테스트 계획의 최종 첨검 (Finalization of Test PI뻐}

- 데이타베이스의 채발

- 테스트 계획과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검중

퉁이 었다.

종합구성 빛 테스트단계 (Integration and Testing Phase)

이 단계는 각각의 프로그램 모률듭이 전체 프로그램으로 연쩔되고

테스팅이 수햄되어 정확한 종합구성이 이후어 졌는가툴 확언한다.

V/V활동운 똥합프로그램의 검증， 테스트결과의 검충 둥이다.

셜체단계 ( Installatfon)

훈천환경에 프로그램이 셜치되고 프로그램 문셔가 완벽하고 쩡확히

기출되어야 한다. V/V활동운 프로그램설치의 검증， 최종 프로그램

문서의 검층， 회종 V/V 보고셔 확성등 이다.

사용 및 유치보수 단계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요건변화에 의해 수청되기도 한다.

개발단계에셔와 마찬가지로 관련 프로그램 문셔도 함께 수정되어야 하고

V/V 활동윤 수정된 개발 컬파와 반북된 개발활동에 의존한다.

프로그램이 변화할 때 마다 V/V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추적성야 가능하도록 채검종 되어야 한다.

다옴 표 2-1-3 운 개발단계벌 V/V의 활동율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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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채밥단계벌 V/V 활동 및 관련 붙셔

빼i삐 V/V Tasks 입벅샤빵(깨벌죠객) 훌력At힘 (V깨 쐐)

1. 뻐M뿜Rnt V，깨

III 째억 깨벨 • 깨밸힐갱 SWP 빼 빼흰째P

• 찌녕문셔
-St<;

SOD’
- Interface Desi뺑 빠빠뻐li뼈

-Sour야 C빼 List빼

h따빼p‘빠

-跳r Dot메빼.t i뼈

(2) 기핸 변챔가 뼈a뼈d 째P

(Baseline뻐n뿜 Ass細ntl

(3) 뻐nageEll t Re까빼 - DevelOllEnt Sc뻐doles .‘lac“ ’x

(4) if애빼 5때뼈d - 때lhJt뼈ts I빼 Ie뼈rting 뻐빼ly

빼t

2. 깨념댐의매 ,.

(l) ClJJIcept Doc뼈entation . c뼈패pt 빼빠ntation T빼빼rting An뼈ly

Evaloati뼈 Stat뼈toIN뼈 R뼈rts

• 뼈뻐ce Plann때g Re뼈rt

• Project Initiati빼 빼

”‘ι，빼”“”때t 細때·

• Systel Definiti뼈
따빼tati뻐

. 빼erniDgRe맹lations

proc뼈llfeS

• Poli대
• 따t홈r acceptance eri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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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Dr삐 VIV Tasks 업혁사항(깨벨죠객) 훌력시빵 [VIV 조객l

3. 왜단계의때

(lJ Soft빼 Requir빼때k - c빼ept 뼈맘ntation Task 빼d뼈g AIl빼y

따빼ility 뻐lysis -~ 빼rts
- I마erfau Requir홈ut

뼈m빼야

(2) Suf뼈R

E빼삐뻐I빼ti빼야
. Sl)'t 엠홉표흩 만쭉할 • 뼈cept 뼈빼빼IUti뻐 I뻐k뼈rting 뻐빼Iy

것인가. -SiS R웰KJrts

• 째의 주요기능‘ 추요 - In빼ace 빼熾nt

￥분에 대한뼈의 Doc뾰따S

Criticality흩 명 'to

.Si의 뺀생， 갱확생，

옐환생，빼스E용이생， 퉁에

대한 A건의챔.

(31 Sof뻐Ie

Reqnir뺑nts

Interface빼lysis

% - c뻐때t 빠뼈따ation rask 빼art뻐g 뻐뼈Iy

샤용;(} s&s 빼야

· 聊rator - Iuterface R빼빼t

뻐며빼@

(4) SysteJ II앉t PI뼈의 작성， SY't - c빼빼t Doc메때tation Syst빼 rest Plan
S椰l 뾰훌 딴홉힐 뺀가훌 -SiS
웰갱하'1 얘한 폈tpl뻐， - 10빠acel빼k빼lt

O랩r 빠빼R야

15) At빼빼패 rest PI뼈억 쐐， - c뼈C뼈t 빠.tati뼈 k때빠생 Jest PI뻐

$가 ￥천 환정에셔의 ~I스댐 -SIS
옛 SVA건훌 딴홉힐 갯인가훌 - I빼rface He뻐빼Ellt

청갱하기 위한 Test PI뻐. • 빠r 빠맘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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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ja?，깨 I熾 뺑~~'빵!깨벨죠객) 훌혁싸빵 l때챔}

.
4. 왜단체의뼈

ll) 많i빼 Traceability뼈lysis &f; T빠빼펴Dg 뻐빼ly

soo 빼ts
- I빠없 I빼빼빼i

k빼빼압

• ]0뼈fa뼈 Desi맹 빠빼rots

m쐐갱토 lDesi맹 E뼈빼Iti뼈 ·꽤 T빼빼따때빼l~

• Int때face Des~ R聊야

- St뼈d빼， 뼈tie않 빠빼빼야

C빼mti빼s

(31 셜찌햄 핸 (빠i맹 ‘ soo T敵'ask 야椰rti때 뻐@뻐ly
Intedlt:e빼l~is) - I뼈face Design 뼈빼:nts

(4) 싼휘 대스토 빼획 w빼聊enet -~ C聊I해n따 PI뻐

I않HI뼈의 찍쟁 ·椰

• 1ft뼈ace 빼빼nt

빠聊nbti뼈

- Interface 앓si뿜 뼈臨nts

(5) I따graU뻐 T않UI뻐 학생 -SiS 10빼ti뼈 Test PI뻐

-빼

· lute야ace 聊k빼!lit

Doc빼tatioo

- Int£Iface Des뺑 뻐뾰n야

l6l 때스트생계 학생

• 단위빼스트， 홍합대스트， ·關 I따빼em Test햄
AI스體스트l Ata앨빼e 써뼈따… 11빼ali빼 Test뼈
태스트훌챔히지￥!싼 腦I빠뼈taU뻐 ~，쓰;댐 test 뺑빼

체확융생체 Ac때빼dest 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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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i삐뼈 1값$ 잉력At항 l찌밸죠객) 훌혁사힘 IV깨 돼)

5. 구뺀빼 V깨

(lJ 빼빼뼈e II때ealJili때 -때 T잃k椰nts

뻐%생 - I뼈야ace 뼈문셔

• 뼈뾰 C뻐e

(21 뼈때 C빼 6빼빠ti뼈 - 뼈때 C해e T뼈없뻐t

- Sta빼cds

·뼈

- Interface 빼문셔

(31 뼈rte 뻐e Interface - 뼈탱 C빼 I빼願rts

Analysis . c때문셔

141 SOlll햄 C빼e 없홈nts • 뼈rcet빼 I빼빼rts

E뻐I때ti때 • 腦r 문셔

15) lest Case 쐐 - SOD Clng빼빼빠ltti때I$I빼tC쨌빼SS- Interface 뺑묻셔
- 빠me뼈e S}'St빼 Test C뻐%

k때wee lest C뻐es

(6) Test 갱차 쐐 soo CI뼈nte뻐gn빼ttiMIleIstesCt많C없SS- In빼au 생계문셔

- 뼈tee빼e Syst빼 Test C쨌

빼빡M삐ce ’l’’따 r‘”‘‘쨌

m단위태스트뱀 - Soorce C뼈e List C예聊빼t lest C빼S

- 빠빼table 뼈e lot빵aU뼈 teste없S

-뼈 Syst빼 TesU짧S

. Interb때 Desi맹 묻셔 Ace때t삐Ice Test C없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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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i뻐매 I빼 뱀사항(빼조객) 훌력~~힘 (매 초잭)

6. 대스트단빼의뼈

(l) 헤스트 철차 뱀 Ace때빼행 -빼 빠때ltance lest
Test률 뀌한 Test 철~r훌 잭생 - I빠rface 생계문셔 메뼈ure

S뻐rceC뼈e

- Ds'않 문새

(2) IDtegrati뻐 Test 뱀 • 뼈때 C뼈e I빼RijlIrts

빼빠

13) ~I생빼스트뺑

• 엠가 ~I생 목표톨 힐생 - 뼈rceC뼈e I빼빼rts

하는1뽑태스트 빼 빼

Oser 빠뱉Dts

(4) Acceptance 태스트 뺑
. sv가 A뾰pt뻐ee eri뼈때 - 빠rcee뼈g Task RI뼈rts

훌 만쭉하는7~훌 태스트 h빼t빼Ie Code
하고그햄흩운씩 Os만뻐ctIEIlts

7. lost삐lati뻐&Chee빼t 단채의 때

lU lost삐lati빼 C빼i聊ati때 - InstaIlati뻐 뻐廠 때 ιKepo냐”“F、‘

뼈”“” • 뼈fee C삐e

빼때

• User 운서
S빼

• Interface Desi맹 운세
sis
I없삐latioo prot때ore

• I뼈t삐Iati뼈 Tests

12J V，깨 칙총보고셔 - All VIV빠빼y빼ts 때 fiRa1 II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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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1)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의 배경

소프트훼어 구성관리 (SCM) 는 과거 수십년동안 북잡한 소프트훼어

프로책토 운용의 실왜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셔 연구되어 왔다.

1970년대 천반에 컬쳐 소프트훼어 산업계획 많몰 철꽤핸인에 대하여

꾸엇이 찰못되었요며 어뺑게 그것율 교청할 것씬가률 연구하게 되었

으며，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과청율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되었고 소프트

왜어 개밭 자체툴 효파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율 정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구성관리도 이와같윤 개발환리방법의 하나로써

이론척인 정립운 물론 자동화 도구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SCM이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셔 어떤 역할율 하는가률 이해하기 천에 소프트

훼어률 정의하변 다옴과 같다.

소프트훼어의 청의

논리척여고 기능척인 륙성들로 구조화되어 었다.

생명추기 (Life-cycle) 동안에 여러형태툴 갖고，

표현도 여러가지로 만률어져 유지， 보수된다.

- 완천히 개발된 상태에셔 하드쩨어에 맞게 되어야 한다.

위의 청의에셔 불 때 소프트웨어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것윤

찰못된 표현이다.

SCM의 목척 올 "Product Integrity 의 달성” 이며 다옴과 같운 요구

조건이 이툴 만촉해야 한다.

- 사용자의 기농척인 요구톨 판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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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폼의 생명주기롤 풍하여 개발과청 및 개발사항이 협고 완겐

하게 추척 가능해야 할 것.

륙별한 성능기준에 부합훨 것.

사용차의 요구예산에 책합할 것.

사용자의 제폼 인도조건에 맞옳것.

(2) 소프트빼어 구성관리 (SCM) 기놓분석

(가) SCM의 정의

소프트웨어의 캔체 생명추기에 컬쳐셔 소프트웨어의 변경

(change) 운 킹1 명척인 문제률 일으컬 수도 있지딴 협게 고쳐질수도

었다. 이련 변경으로 연한 문체틀은

요구되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율 경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쳤올 경우

변경훤 부분이 분셔화되지 않혼 경우

변경된 사항율 휘소시킬 수 없는 경우

와 같윤 것률이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또 다융파 같윤

부가척인 문제들이 야기하게 펀다. 측

틀린 버견 (Version) 올 가자고 작업율 하는 겸우

- 불완전한 버천율 가지고 작업율 하는 경우

- 구 버견으로 작업옳 하는 경우

병햄버견률 사이의 불일치

재벌， 테스트시 Software의 Integrity 유지가 힘률 경우

변경외 영향올 명가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상태롤 결청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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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책트 개발 요원칸의 비협조

등이 일어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구성관리는 이러한 훈체툴로 부터 소프트쩨어에 가시성

(Visibility) 올 부여함으로써 시스햄외 개발과청이나 유지보수 과정

에셔 환리촬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SCM이란 소프트웨어

천체 시스템 생명추기불 롱하여 Configuration에 대한 변경올 체계책

으로 체어하고， Configuation에 대한 추척성 및 일치성 (Integrity)

율 유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식벌 (Identification)율

수행하고자 하는 햄위롤 외미한다.

(3) SCM의 구성

SCM운 Identification , Control , Auditing , Status Accounting의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구성삭벌 )

Software Confi~uration Item (SCI)윤 소프트훼어 엔지-

니어링 파정에셔 생·긴 재개의 정보를 말하며， Software Configura

tion운 "Relative Arrangement of· Software Parts"로 청의할 수

있으며 여 기셔 Software Parts 률 Software-Configuration Items

(SCI) 로 청의 할 수 었다. 륙 협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구성 잭체

또는 모률 (앤odules) 툴 의미한다.

Baselines의 청의 소표트훼어의 개발시 변경(Change) 운 피할수

없다. Baseline야한 이러한 변화에 척컬한 통제툴 할 수 있는 카준율

의머하며， 소프트쩨어 생명추기의 어떤 삿첨에셔 SCI외 집합율 말하

기도 하며 Software Baseline 또는 Update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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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Management 의 대상요로셔 Baseline 율 구성하는 SCI

률윤 다음과 같다.

시스템 시방셔 (System Specification)

- 소프트훼어 프로책트 계획 (Software Project Plan)

소프트웨어 요건시방셔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

tion)

- 사용자 매뉴얼

- 셜계시방셔 (Design Specification)

기본셜계 (Preliminary Design)

상셰셜계 (Detail Design)

- Source Code , Lists

테스트계획 및 절차셔 (Test plan , Procedure)

태스트와 결과 (Test cases and results)

- Operation and Installation Manuals

- 질행가능 프로그램 (Executable Programs)

- 사용차 매뉴얼 (User Manual)

- Maintenance Documents

소프트웨어 결합보고셔 (Software Problem Reports)

Maintenance Requests

변경제안셔 (Engineering Change Proposals)

- 표준안 및 철차 (Engineering Standards and Proced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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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개발단계벌 Baseline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의 롭쩍옴 소프트훼어 생명추기의 천

과청애셔 구성의 변경관리와 월치성 ( Integritv) , 추척성의 제고를

풍하여 소프트웨어의 폼질율 놓이기 위한 기초롤 이루는 것이다.

SC에 Identification의 기능율 요약하면 다용과 같다.

- 문셔화의 조칙척 구조툴 명확히 하고 예확 빛 확장 가능하게

정외한다.

• 수쟁 (Modification) 이 용이한 방법율 체공하고， 변경이 필요

할때 추척성이 있도북 한다.

- 변경사항에 대한 육하원칙 (5WIH : W~o ， What , When , Why ,

Where , How) 의 청보불 유지한다.

이와같윤 기능올 만촉하기 위해셔 Identification 의 3가치 훨리흘

유도할 수 있다.

첫째， 시스템의 기능척 Baseline 이 절청되기 이천에 SCM 설뺑율

위한 조칙과 관련 기술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Software 중 먼져 개발된 부분에 대한 SCI Tree 구조가 확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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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프트꿰어의 셜계가 상하체계 (Hierarchy) 구조훌 이루어

SCI 의 Tree 구초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Software Configuration Idenfication 율 체계척요로 구촉하기 위한

각 모률의 상하체계촬 구성하기 위한 예률 률면 다용 그렴과 같다.

그렴 2-1‘ 3. 프로그햄 모률의. 상하체계

”
1z
h‘.•,..‘.‘,,,‘•lnu

1

-----I
-

-·d•..
,‘-

-,“• 4. 2.2.1 I 4.2.2.2 II 4.2.3.1 1-·,------- 뻐vel IV

( 나) 구성변경환리 (Configuration Control)

Configuration Control 야한 변경관리률 의미하는 것으로써

소프트훼어 생명추기에 걸켜셔 Baseline 의 변경윷 위한 훈비， 형가，

승언하는 철차툴 말한다. 변정환리의 기본척인 기능은

- SCI (Software Configuration Items) 의 변화률 흉져11 ， 참시，

승인하는것

- SCI로 결정되기 까지 통제， 감시， 송인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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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과 칼다， 이러한 기농용 CCB (Configuratibn Control Board)에

의하여 수행훤다. CCB는 사용조칙과 재발조칙의 양조칙에 와해

구성되는 것이 좋으며 CCB 의 혁활율 다융과 같이 청의할 수 있다.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경사항 (Changes) 의 명향율 분척한다.

요구되는 변경사함과 송연훤 변청사항율 분류하고 우션순위롤

부여한다.

변경사항에 의해 발생흰 조칙과 규칙사이의 칼등율 순화시킨다.

척컬한 레코드의 보존과 관리률 밭눈다 •.

CCB 의 구성운 Project 의 성쩍이나 크기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나 고급

관리자부터 하급칙에 이르기까지 팔고루 포함되는 것이 좋고 운영

방법운 상의하달 방식이 아년 의견수렴방식율 채핵하여 일치된 합의

(Consensus) 롤 이루어야 한다. 변경사항 퉁이 처리되는 철차를

문셔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 변경사항운 ceB에 의해 제안

되어질수도 있으며， 천형책으로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일반척이다. 요구조건이 변경되거나， 설계의 변경， 또는 시스

템의 결합 등으로 체안되는 것이 보롱이다. 변경요청셔는 구성관~1

탐당자에게 꽁씩척요로 캡수되어 공식화되며， 얼청，예산， 기솔척

명향 등이 검토되 어 ECP (Engineering Ch뻐ge Proposal)도 문셔화훤

다옵 CCB로 념겨친다. CCB는 ECP의 장점， 긴급성， 형향 혐가동율

거쳐 숭씬여부촬 결청한다. 숭안된 ECP는 개발 조칙에 념겨져서

Baseline에 반영되어 진다. 변경요구셔 이외에도 소프트훼어의 철함

내용율 기술한 소프트훼어 사고보고서 (SIR : Software Incident

Report) 가 있으며 CR파 같이 ECP가 작성되기 전에 푼석되어지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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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NAR (No Action Required) , DTF (Document Tracking Form) ,

SCN (Software Change Notice) 의 형태로 반영훤다. DTI’는 보고된

결함이 영향울 미치는 경우 해당 문셔불 명시한 것으로 SIR이나 SCN의

최리후에 문셔의 일관성아나 완벽성 유지률 위한 문셔이다.

SCN온 보고된 실체의 소프트웨어 결함율 정확히 작성하고 변경되어야

활 내용， 다혼부운에 미치는 영향등율 기룩한 문셔로서 여러개의 SIR

등이 하나의 seN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는 종합척인 문셔야다.

위에셔 기솔한 절차불 도식화하면 다음 그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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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onfiguration Control의 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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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성감사 (Configuration Auditing)

SCM Auditing 운 소프트웨어 기훈선 (Baseline) 의 Integrity 촬

형가하는 수단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한계별 성과물이 요구사항과

월마나 일치하는지롤 주기척으로 혹정한다. SCM Audit윤 개발조칙

과눈 다른 조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Auditing 의 북표는 첫째，

기준션에 대한 기출책이고 철차척인 일치성율 확보하며 툴째， SCI에

대한 변경사항률이 요구사항율 이탈하지 않도북 관리하며 셋째， SCI의

승인윤 CCB어l 의해 수햄되도흡 해야 한다. SCM Audit롤 Baseline

으로 결청하기 이천어，] SCI롤 검사하고 혹쩡하며 ， SCI간의 월치성율

확인하고 보중하는 과정올 말한다. 이러한 방법윤 결국 V/V (Ver-

ification and Validation) 률 의미한다. 여가셔 CM과 V/V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자며， 어떤 학자들운 CM과 V/V 모푸롤 QA의 일부 71 능으로

보는 관점이 보훤화되고 있다. 생명추기단계에서 각 단계의 Base-

line올 감사하는 기훈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1) Functional Baseline의 명가춧점

- 시스템 요구사항 중에셔 소프트훼어 요구사항 부분이 구분

되도룩 한다.

- 구체화흰 시스템 기능뜰이 운용 요구사항과 일관성올 유저

하도룩 한다.

- SCI Configuration 폰 사용차외 의도와 모든 가능한 청보툴

토대로 Configuration Control 하에셔 관리될 수 었도록

해야 한다.

2) Allocated Baseline의 명 가춧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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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cated Baseline 이 시스탬이나 소프트훼어의 요구로

완벽하고 정확히 수행하는지툴 검토 j

- Allocated Baseline 의 SCI구조와 Functional Baseline 의

SCI 구조사이의 일관성이 있는지롤 펌가

- Allocated Baseline의 SCI이 Functional Baseline파의 일치

성율 검토하고 기능책 추책정율 확인한다.

3) Design Baseline

- Design Baseline 의 SCI 구조와 이전의 Baseline_ 구조와의

추척성율 검토한다.

Design Baseline 융 ·프로그래밍 절차톨 고려하여 설계되고

Operational Requirement 툴， 고려하여 작생 되었눈지훌 검토

한다.

4) Product Baseline

- 소스코드와 폐이타 구조들은 젤계내용올 정확히 표현 했눈

:Al 툴 검토한다.

SCI 구조가 Design Baseline 의 SCI 와 추척성이 있는지툴

검토한다.

Prodcut Baseline의 Multiple Representation (문셔 , 소스

코드， Tape , 디스코) 사이에 일관성 있는 식별방법이 있는

자툴 확인한다.

질행결과가 요구사항올 만축하는지툴 확인하고， 이천의

단계에셔 정의훤 시방의 요건율 만촉하는지률 따악한다.

5) Operational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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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Baseline의 모든 Representation운 Product

Baseline 과 비교하여 완천하게 일관성이 유지되도룩 한다.

- Operational Baseline롤 훈명환경내에셔 충분히 가동되어야

한다.

- Operational Baseline 의 각각의 개정판 (Version) 률운

Product Baseline 의 것과 바로 연결되어야 한다.

(라) 구성기륙 관리 (Status Accounting)

구성기룩윤 모든 생명주기에 걸쳐셔 Baseline 과 변경사항， 변경

이혁 동에 대한 기륙으로처 이 71 록툴이 언제， 무엇이 발생되었는지를

개발자 간에 알수 있도록 정보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구성

기몹관리의 기능울 구성석별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 구성

풍제 (Configuration Control) , 구성감사(Configuration Audit) 둥파

연관지어 나타낸 그림운 다융과 같다.

|구성식별 | SCI I I---+ 1 ---꾀
뺑A 데이타

구성용쩨 1 }항• | 구성기혹베이스
l 관 al

|구성감사 l 경합사헌
---+

그림 2-1-5. 구성기록관리의 기능

지금까지 위에셔 설명한 소프트웨어 구성환리 (SCM) 의 개념율 실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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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훼어 개발 프로책료에 책용하기 위해셔는 SCM 계획율 수립해야

하며 SCM 계획수립 기본요건율 청리하면 다옵과 같다.

o SCM윤 프로책트의 초기부터 시햄되어야 한다. 측 개발이 끌난후

일팔책으로 다큐벤트툴 청리하는것이 아니라 개발파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0 프로책트 경영충윤 SCM의 필요성율 인식해셔 SCM 환경율 조성

해야 한다.

o SCM 답당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셔 소프트웨어 개발의 Know

how률 겸비해야 한다.

o SCM윤 소프트웨어 개발조칙과 독립척인 조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o SCM 구성식벌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운 프로책트 개발차，

관리차， 사용자 동 누구든지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시스탬이

북참할수록 그림 2-1-3 과 같은 수치척인 표현올 사용함이 좋다.

0 전체 소프트웨어의 일관성올 유지하기 위해셔 문셔총록 (Master

Document) 운 하나만올 유지해야 한다.

o Configuration Audit은 각 Baseline이 완료되는 시캠마다 이루어

져야 한다.

o Baseline의 모든 변경내용윤 구성관리 (Configuration Control)

의 대상이 되며 CCB의 승인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프트웨어 폼질계획 수립율 위한 지챔

볼 철에셔는 소프트쩨어 품켈보층계획 수립올 휘한 단계벌 지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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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폼질보충계획올 확립하기 위한 철차올

도식화하면 그림 2-1-6과 같운 단계툴 거치게 된다.

폼칠정책 확럽

• .-

폼질북표 젤청

.-

폼철목표률 성휘하기 위한 세부계획셔 학성

- 가술묵표 (Technical Goals)
- ‘폼질관리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의 북표

•-

폴철목표활동올 평가하기 위한 관리체계 확립

『

- 기솔북표

폼질환리시스템의 불표

.-

폼철역햄 사함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의 강구

그립 2-1-6. 폼질보증계획 확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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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흘 일반척인 폼철보충계획올 확립하기 위한 순셔로셔 이툴

컴퓨터 소프트쩨어 폼질보증쩨제확랍에 그대로 책용시킬 수 있다.

(1) 폼질청책의 확립

소프트웨어 프로책트의 경우 어훤 소프트웨어 폼질정책이 책용

훨 것인지는 프로책트의 시확 초기부터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윤 프로책트 관리상의 문제로셔 필요한 경우 다른 프로책트의

기능과 연관지어져셔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수준외 품질보층이

척용되어져야 합 것인치도 컬청되어야 한다. 홈훨청책 (Quality

Policies) 에 추로 다옴과 같운 것률이 포함 되어져야 한다.

프로책트의 경우 사용자와 개발차 (계약자)에 었어셔 사용자

(Customer) 가 어떤 범위까저 개발활동에 참여할 것연가 ?

일정한 폼철보중 요건이 청의되어야 함.

프로책트 수행인원의 교육훈련， 척철한 자쩍 및 혼련요건 퉁이

기술되어야 함.

(2) 폼켈목표의 정럽

품질의 추요 북표는 척절한 시기， 척절한 코스트에 계약상어I

쩡해진 일정수출의 폼질올 유지한 소프르쩨어활 사용자에게 천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외부척 북표륨 휘해 부수척안 내부 폼질톱표가 쩡해

져야 한다. ‘ 내부 품질몹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Software Life

cycle)에 칙첩 현관휩윤 물론 모든 업무의 시방 및 검층에 칙캡

연관훤다. 폼철관리 체계 (Quality Management System)는 철차셔 ,

방법， 기훈 그리고 폼칠 71룩 등이 모둔 생명추기 단계가 성공척으로

환벽히 진행획고 있블가률 확인하고 그 증거물 제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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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척이어야 한다눈 것이다. 폼질관리 체계툴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 확인 되어야 할 업무

률운 다옴파 같다.

프로책트가 어떻게 71획되고， 조칙되고 관리되는가 하는 D~나지

먼트 방법.

어떻게 하여 또는 무엇에 의해 사용자 요구사항 또는 시스램

요구사항이 도출되고 명시되어져야 하는가 하는챔.

코딩단계률 위한 푼비로셔 기능척 요구사항률이 환전하고 문셔

화된 소프트웨어 구조로 번역되어치는 문제.

프로책트 기술기준， 관계 둥에 대한 코드화흰 소프트웨어의

생산， 검층 및 지원.

모률， 셔브시스템， 시스템 등 각 개발 수준에서의 종합，

테스팅외 문제.

소프트웨어 문셔의 생산.

소프트웨어의 관리 빛 봉제률 위한 Configuration Management

방법-

(3) 품질목표 처향척인 품질계획의 확립

기솔북표 (Technical Goals) 는 초기 폼철계획셔가 작성훨 때

:J. 일부로셔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폼질계획의 몹책운 품질에

영향올 주눈 모든 활동들이 식벌， 명시되고， ::J. 활동률이 요구

사항에 맞게 실행되고 었올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요구

사항과 일치해셔 착업이 수행 되었옴올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폼질

문셔의 기록들이 식별되고， 확인할 쑤 있도몹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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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폼질계획윤 품질에 영향율 추는 모륜 활동들율 세부책으로

71술해야 하며 록， 수햄되어철 순셔대로 모든 좌업활동룰이 열거되어

기출되어지는 것이 이상척이다. 물롤 하청업자 (Subcontractor) 에

의해 수햄될 어떤 활동도 폼질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품질환련 활동용 다옴 단계의 작업율 수행하기 전에 검중되어

져야 하며 , 이러한 검충첨 (Verification Points) 률이 책용훨 검종

철차 내용과 함께 폼질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또 이와 같운

컵층의 조칙 및 책염사항， 또 누가 그 검충결과롤 숭인할 것인가

등이 각각의 검중 활동마다 식벌되어야 한다.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의 몹표는 절차셔 풍 관련 문셔에

의해 명시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절차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율

만축하도록 확성되어져야 한다. 폼질관리시스템와 기본요건올 겨숨한

대표척인 코도로는 국제원자력기구 (lARA) 의 Safety Series 인 50-C-QA

"Quality Assurance for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 a Code

of Practice" 툴 툴 수 있으며 이 기훈윤 그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폼질활동에 그대로 척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셔 50-C-

QA의 폼질 관련 요건율 컴퓨터 사용차의 입장에셔 해석하고， 컴퓨터

소프트왜어의 품철관리에 척용훨 수 있는 보고셔가 IAEA애 의해 발행

되었는데 그 내용운 IAEA Technical Report No. 282연 "Manual on

Quality Assurance for Computer Software Related to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이며 그 내용의 줄거리률 요약하면 다융

표 2-1-4와 같운 끄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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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 Life-Cycle

2. Quality Assurance Programme

3. Organization

4. Software Document , Configuration ,
Media and Services Control

5. Design Control

6. Procurement Control

7. Testing

8. Non-Conformance Control

9. Corrective Action

10. Records

11. Auditing

용내의끼ι짧돼
매i

聊
41

3
”.
ι표

일반척으로 폼철관리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의 내용운

다옴 사항율 담고 있어야 한다.

주요인원 및 초칙의 책입사항과 권한 ·

수행되어질 활풍의 기솔척 학변도 고려되어져야 하고， 관련

Code , Standards , 시방셔 , Practices 등에 일치하는 항몹이

포함되어야 합.

항목 (I tems) , 용역 (Services)-, 공청 (Processes) 등어 식벌

되고 척철한 판리 빚 검증방법이 명시되어져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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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둔 활동에 대하여 척철한 관리조건이 제시되고， 그 활동들이

척철한 도구， 장버 및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활동 수행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시 되는 교육훈련 사항이

정의되어야 합.

훨요한 경우 모든 계획， 쩔차， 폼철환리시스템 등이 정기척으로

혐가되고， 수정되어야 합.

폼질에 명향올 추는 활동률이 첼차셔， 지챔셔， 도변 등으로

문셔화 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기척으로 검토되고 수정

되어야 함.

철함이 노훌되었올시 시청조치가 취해져야 합.

위에셔 열거흰 품철사함률올 토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폼질

시스템올 개발하기 위하여 각 토픽에 맞추어 항목벌로 나혈하멀

다옴과 같다.

0 조칙

책입사항， 권한， 통신전달 방법

조칙간의 Interface

교육훈련， 보고체쩨

o 분셔관el (Document Control)

- 문셔검토 및 송연

문셔발깐， 배포

문서변경

문셔관리에는 소프트훼어 문셔 및 컴퓨터 젤비에 대한 관리사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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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onfiguration Management 등아 문서관리에 포함훨 수 있고，

소프트웨어 식별， Labelling , Cataloguing , Configuration Iden

tification , Configuration Control , Software Library 등도 마찬

가지이다.

o 셜계관리

- 일반사항

- 설계 중캡관리

- 설계검토

- 설계변경

셜계관리는 구조척 설계(Structured Design Methodology) 와 관련된

셜계시방 내용까지 그 범위률 확장할 수 있고， 검증 (Verification) ,

확얀 (Validation) 및 설계검토 등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0 구매관리

- 일반사항

- 공급자 펑가 빛 선정

- 구매자재 기기 및 용역의 관리

0 자재관리 (Material Control)

- 자재， 북록， 71 기의 식벌환리

- 취급， 처장， 롤하

0 훌하관리 (Process Control)

0 검사 빛 테스트 관리

- 검사계획

테스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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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및 혹청장비 관리

o 부책합사항 관리

- 일반사항

- Nonconformance Review and Desposition

o 시정조치

부척합사항의 분석

신뢰도 모델의 사용

o 품질기륙

- 폼젤기륙의 생성

- 폼질기록의 수집， 처장， 보관

0 감사

- 일반사항 (감사계획， 수립， 시햄， 보고)

- 감사일정

(4) 품질평가 관리체계의 확립

기술목표툴 성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청율 형가하기 위한

방법 등이 프로젝트 품질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공식 검토 (Formal

Review) , 테스트， 필수확인점 (Hold Point) , 문셔 및 기륙의 승인

둥이 기술북표롤 형가하기 위한 주요시첨 (Milestone) 이라고 할 수

있다. 제폼 품질북표률윤 환척합사항 또는 시청조치철차셔 등에

의하여 형가되어진다. 품질관리 묵표 또한 홈절캄사， 또는 Manage-

ment Review률 통하여 명가될 수 있고 모든 시스템 컬함에 대한

검토는 프로책트 관리조칙에 의해 주기척으로 명가된다.

(5) 서정조치 방안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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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저하가 발행하는 경우 품질결함악 훤인， 내용 풍이 기룩

되고 관련 시청조치 방안 동이 함께 가확되어야 한다· :E 시청조치

사항들이 쩔차에 의해 수행되고 다옴단계로 진햄화기 천에 조치된

사함률이 완벽하고 정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컬함뿐 아니라

참채척인 철차상 및 방법상의 결합 등도 필요한 경우 수정이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절차， 방법 풍의 척용시 여해부혹에셔 오는

문제롤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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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폼질보충계획의 수립과 그 척용방법 고찰

까. 품질보증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

(1) 개요

성공한 회사는 고객의 요구률 만혹시키고 있으며 비톱 바라는 딴픔

효과척이지 못하드라도 어느청도의 폼질보.충 프로그램율 가지고 있다.

많운 회사률이 폼질표준율 청하고 있고 그것률용 청책지챔셔， 표준운영

절차 혹윤 업쭈철차셔라고 뿌르고 있으며 이러한 셔류률이 활동이나

행휘의 표준형태률 보여줌으로셔 켈질척인 품질표준올 정활 수 있거l

훤다. 효과척인 폼질보충 프로그램옳 수립하기 위하여 효가에 연구

부서는 프로책트에 현존하는 활동에 대한 자료롤 수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청에서 자기꽉셔의 운영에 있어셔 어떤 결함파 문제점이

있는지 알게되고 이러한 문제률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율 인석하게

훤다. 이률 위하여 Goetz는 다옴파 같운 폼질보증 프로그램의 수립

단계툴 제시하고 있다.

( 가) 현행제도 (System) 나 철차처에 관련훤 테이타외 수집

(나) 실제 행해져야 할 업무활 셰부척으로 포함한 업무효륨도의

확성

(다) 기본 시스랩에 대한 설명셔 작성

(라) 회사요구 및 정부규제와 설쭈활동과의 연계

{ 마) 모든 요건올 만혹하도몹 서스템 및 철차셔의 수청

(바) 효율성 지속올 위한 신규 혹윤 개정시스템에 대한 감시

최고경영충은 현구부셔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의 행태률 조사하여 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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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프로그램이 위험파 원까툴 줄일수 있으며 고객이나 규제기관

으로 부터 부과된 혹청 요구사항올 포함하고 있는가에 중캠율 두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구파청에 명향율 추는 요건툴운 NASA NHB 5300

시리즈， 국방성의 MIL-Q-9858A , Appendix B to 10 CFR 50 및 ANSI/

ASME NQA-l에 기술회어 있다. 이충 하나 이상의 기준이 연구부셔에

추어진다면 기본책 표출 폼철시스템으로 부터 공통척 요건 (시험기기

및 창비관리 등)률율 휘할 수 있올 것이다. 표 2.2.1에 보인바와 같이

거외 모든 프로그램 요소률이 다른 기준들과 유사함율 알수 었다.

10CFR50 ’ MIL-O 샤MF 셔I
T’TLr APP B 9858A NA4000---- ~ --~ --“-

ORGANIZATION 3.1 4210
OUA LlTY ASSURANCE PI 1\I\1 n"VIEW AN J It :\, 411'

APPROVAL OF PLAN PSAR/FSAR 1 2 411 ... 4’20
DESIGN CONTROL

II’ 4.1 4410

PROCUREMENT DOCUMεNT CONTROL IV 5 1 4430
52 4441

INSTRUCTIONS. PROCEDUr{Fκ AND OHAWINGS 4140
v 62 4420

DOCUMENT CONTROL VI 4 1 4430

CONTROL OF PURCHASED M 끼rr. n I AlS VI’ 5 1 4441

/DENT’FICATION AND C(mTn (1 l OF MJ\T[ RIALS, 6 1

PARTS AND COMPONHJ T 치 VIII NO TRACEABILITY 4442

CONTROL OF SPεCIAL PRO('(<;SES IX 6 2 4451

INSPECTION x 6 3 4510
4~20. 4!>30

TEST CONTROL XI 63 4510
4520. 4530

CONTROL OF MEASURING fiNe TεST FOlJ IP:\1 ENT XII 42, 43 4600

"4, 4 5

HANDLING STORAGE AND <;HI I'PING XIII 64 4460
4452

INSPECTION TEST AND OPfRATING STATUS XIV 67 4540

NONCONFORMING MATEq IALS Pl\ RTS OR XV 65 4550

COMPONξNTS

CORRECTlVε ACTION XVI 35 4800

OUAL’TV ASSURANCE RFCORDS XVII :u 49nrl

AUDITS XVIII NONE 4700

표 2.2.1. Matrix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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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eigenbaum, Juran 풍의 저차률이 기슐한 상업책 품질환리개념

에셔의 기본책 요소와도 대동소이하다. 륙히 원자력 분야에 있어셔

이렇게 다양한 기준률로 부터 공통척으로 척용훨 수 있는 요소률율

얄아보기 위해 미국 폼질환리 학회 (ASQC : America! Society of Quality

Control) 에셔는 훤자력 품질보증 요구사항의 비교표 (Matrix of

Nuclear QA Requirement) 롤 발깐한 바 었다. 이 비교표에는 10 CFR 50

App.B 로 부터 71개의 폼질보층 요소률율 발훼하여 이률올 다븐 기준과

비교하여 유사함율 알수 있도륙 청리되어 었다. 연구부셔가 짝 프로

젝트률 세부척으로 계획하는 동안 욕수요건률율 척절히 취굽할 수 있는

수단올 시스템에 포함시킨다면 연구부셔에 추어지지 않율 요소률윤

무시활 수도 있율 것이다. 연구부셔의 표준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운 륙수요건률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활 것이다.

경영충에셔는 연구부셔에 대한 법령과 환경척 요구사항율 만촉할 필요

성율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배환이나 압력용기불 젤치하는데 용첩사불

자격부여하도록 표준규격에 의해 요구훤 경우 그 요구사항율 품질보증

프로그랩에 포함하여야 하며， 야에 대한 품질보총 프로그램의 필요성율

연식하여야 한다. 폼질보충 프로그랩의 필요성으로는 연구결과의 정확성

개선， 원가철감， 다른 경쟁 연구소로 뿌터의 압혁의 배제， 국가 표준

에외 만촉성보증 등올 툴수 있율 것이다. 어떤 매니져는 고천척 품질

보충 프로그램율 션효할 수도 있고 그의 배경이나 경험에 비추어 다륜

형태률 더 션효할 수도 있율 것이다. 매니저가 검사시스템의 엇캠딴율

중시한다변 품철보충운 검사라고 정의훨지도 모븐다. 품질보총 프로

그햄의 이뺑단계에셔는 경영충의 천고한 지원이 휠요하며 검사가 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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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젤보종 요소는 협게 인청되지 않율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윤 톡청

조칙의 륙성율 우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낀다. 따라셔 쩡명총온 폼질

보종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연구소촬 위해 푸엇율 하는 것인가훌 연구

프로책트 확수천에 이해하고 이에 풍의하여야 한다.

( 2) 조칙

거의 모툰 죠척혼 그 조칙이 의도하는 바률 성휘하는 방향올 향하

도확 그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가본구조에는 사장， 충혁， 협조부·셔 빛

칙할후셔 퉁이 포함휠 수 있다. 조칙윤 라인조칙과 스랩조칙요로 구분

되는데 이 두가지의 관계는 다옴과 같이 청의훨 수 있다.

(가) 라연권한운 사장과 부셔장 혹윤 활통부셔둥에 부여되는 것이다.

(나) 스랩조칙혼 제조기술， 품질， 회겨l 둥과 같이 각 분야툴 대표하는

조칙물 말하며 라인 뀐한윤 가지지 옷하지만 71 술차도， 정책개발

빛 휠사건체의 이햄상태률 감시하는 기능올 ;tl 년다.

스랩조칙내에셔 폼질보총 부셔는 폼컬과업 수행에 있어셔 활동부셔에

공풍방향올 제시하는 협조 부셔라 할 수 있으벼 활동부셔어I 의핵 생산훤

제품의 책정 품질수준의 획특올 보층활 수 었도록 치원하는 역할올 한다.

폼철 매니져와의 합의 및 해당환셔의 폼철보충 매뉴얼의 발뺑율 풍하여

부셔장운 폼켈에 관한 기능척 청의활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어떤

기능척 분야롤 도와추는데는 의사천달 체도가 필요한 것운 당연하다.

의사컨달 71능윤 라인파 스랩， 스탱진파 사장， 스랩상호깐 빛 라인 상호

깐에 필요한 것이다. 연구분야에셔논 거의 모든 폼질책엠이 프로책르

리더에게 주어치므로 폴철몹표와 기솔에 관한 의사천탈수단이 더육 훨요

하게 된다. 폼질보중 부셔는 일환된 부셔 빛 스랩청책에 따라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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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책트 욕유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북 계획율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윤 환천히 차격팍여흰 요원률에게 효율척인 조칙이 개발확어

유자케하며 품질기농의 인식속에셔 기슐척인 기능과 행정척 기능올 개션

활 수 있게 해 준다. 이롤 성휘하기 와하여 폼질보충 조칙운 요구된

품질프로그램율 ，수립， 계획 빛 이행에 환한 항분한 책임과 권한율

가져야 한다. 버쭉 완벅한 조칙형태는 없다 하더라도 조객운 필요하며

폼질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이률의 권한과 책압이 푼명하게 71솔

되어야 한다. 폼질요원융 폼질문제툴‘ 제기하고 시청율 요구하며 해철

책에 대한 확인율 위확여 조칙척으로 충분히 자유스러워야 한다.

여기셔 차유스렵다하는 것윤 부책합사항， 결함 혹폰 불만록 조건이

척쩔히 해결훨 때 까지 공청이나 시험올 용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율

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권한올 폼질조칙 (혹롤 성의위원회와

같혼 다른 셀체)에게 추어지는 작업중치 권한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구 프로책트는 책운 인원으로 수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률윤 각기 공확실이나 혹정기기팀 둥과같은 다수의 타부셔로

부터 협조톨 받게 된다. 프로책트팀이 작윤 경우는 점검 빛 확인활동올

수행하기 위해셔 품질보충 전훈조칙이 천답하여 창여하기 곤란하므로

폼질보증 활동올 프로책트 수행조칙에 위입하는것도 고려빨만 하다.

폼철보종운 Total Management의 과청이라고 불 수 있다. 폼철목표

성취는 폼철관리조칙 뽑 아니라 폼철에 영향올 추는 다른 조칙악

활동율 통해셔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폼질관리라함운 쩨폼，

하드웨어 혹운 활동에 대하여 물라척 관리에 칙첩 참여하는 것올

말한다. 회사상호간에는 그률의 책입율 셔로 이양할 수 있저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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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셔의 폼질관리 가눔운 프로책트툴 지원하는 활동율 수행하는

사람에게 위암되곤 한다. 이러한 지원 활동에 환한 철화셔가 준비되면

검사， Checking 빛 확인 활동윤 철차확 훨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률윤

정상척으로 참여하게 된 조칙에 할당훨 수 있는 것이다. 예툴툴변，

톡립척이고 능력올 갖환자가 설계 검토차로셔 또는 도변 검토자로셔

구별된다면 셜계검토 또는 도변검토 행위는 :J. 젤계 수행조칙에 위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품정보증 조칙의 추요 역할은 컨체책 사스템올

개발하고， 프로책트 계획율 세우며， 훈련올 실시하고 검사， Checking

및 확인활동율 풍해 이행여부롤 확인하는 참사불 셀시하는 것률이라

할 수 었다. 이러한 폼질보증과 폼질관리의 차이점은 10 CFR 50 App.B

에 다옵과 같이 나타나 었으며 폼질보중은 폼질관리 개념율 포함하는

것으로 청의되어 있다.

QA : all those planned and systematic actions necessary to

provide adequate confidence that a structure , system , or

component will perfonn satisfacorily in service.

QC : those quality assurance actions related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materical , component or system which

provide a means to control the quality of a material ,

structure , components or system to predetermined require

mente

연구개발에 있어셔의 폴질보충혼 데이터의 유효성에 충챔올 둘수 있고

폼질관리는 시험 둥과 같이 도면이나 시방셔툴 만촉하여야 하는 하도

훼어에 충점올 둔다고도 할 수 있올 것이다. 시험에 었어셔의 불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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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성이 데이터의 품질에 종요한 영향율 미치눈 것이라면 폼질관리

기능운 며리 정확여진 시방 조건에 만축함올 보종하는데 훗점올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햇든 품질보충 기능의 총체척인 북표는 @ 하드웨어

가 연구테이터에 충요한 명향율 01치논 것인지 그러고 @ 하드웨어와

데이터에 중요한 명향율 주는 활동률야 확인활동의 대상입물 결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셔 언굽한 바와 같아 연구개발 부문에셔의 확인

활동운 설제로 폼질보충 조칙에 의혜 수뺑되지 않율수도 있으나 그

활동윤 척철한 조칙에 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사나 시험과 같은

많운 폼질관리 기능운 위입필 수 있으나 이러한 결정윤 각개의 연구

부셔의 원가절감 혹변에셔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둔 품철보증 및

관리 체계의 척철성윤 쯤칠보충 조칙이 수행하는 폼질감사률 통해셔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정책과 절차

(가} 총괄정책

폼질프로그램의 성공척 이행은 최고 경영충의 척극적 후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온 중요한 사실로 받아 들여진다. 후원율 위한

첫단계는 폼철프로그램이 효력율 갖도록 최고 집행부에 의해 셔명된

정책율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올 연구조칙과 인원률이 폼질매뉴얼파

이행절차셔에 명시된 폼질보층 프로그램율 준수하는데 있어 필수척

이다. 정책에는 프로그램의 척철성율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파 쩔차의

수립， 청의， 이행 및 시행에 책입올 가진 사람율 분명히 명서하여야

하며 답탕자의 권한이 포함되고 모순훤 문제첨율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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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셰부정책 - 품질보충 매뉴얼

세부청책에는 각 업무 영혁에 대하여 연구소가 수행하여야 할

햄위에 대하여 기슐되어야 하는데 폼질보충 매뉴얼에논 최고경명풍의

정책보다 셰부척인 것이 포함되도북 하여 세부정책올 세울수도 었다.

또한 매뉴얼에 규청하지 못한것옴 이행철차셔 (Implementing Pro

cedure) 률 작성하여 세부 철차툴 명시함으로셔 세부청책율 뒷받챔해

준다. 어떤 매뉴얼에는 세부청책에 관한 함목울 넣어 추는 것도

있으며 、 지첨이 되는 기본 설명셔툴 사용하여 업쭈의 각 요소률율

명시하기도 한다. 각 프로책트마다 다소의 차이첨이 있다는 점율

인식하고 세부쟁책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각 프로책트에 척절한

폼철보증 계획올 융용성 있게 척용하기 위한 장치가 프로책트 초기

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셔 폼질보층 매뉴얼도

각기 다혼 폼질수준에 따라 척용가능하도륙 착성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행태의 폼질보층 매뉴얼도 10 CFR 50 App.B 에셔 추어진 다융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었다고할 수 있다.

1) 조칙

2) 폼질보종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문셔관el .

5) 지시셔， 철차 및 도변

6) 문셔관려

7) 구매차재의 관trl

8) 자재， 부품 및 구성폼의 식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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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록수공청관리

10) 검사

11) 시험환라

12) 혹정 빛 시험기기 관리

13) 취급， 져장 및 운송

14) 검사， 시험 및 운천현황

15) 부척합자채， 부품 및 구성폼

16) 시청초치

17) 폼질보충기록

18) 감사

이에 관한 또 다문 방법으로는 다옴과 같윤 RDT F2-2의 기준율 참고

할 수도 있다.

1) 개요

2) 관리와 계획 (Management and Planning)

3) 설계 및 개발

4) 구매

5) 제조 및 조립

6) 건셜 빛 셜치

7) 문협유지 빚 보수

8) 폼질보종캅사

폼철보충매뉴얼율 이상과 같용 구조로 수협하는데 있어 각 합묵률이

연구활동에 척용훨 수 었도혹하고 연구소의 훈형게 방법， 연구소의

수햄 시스댐과 체제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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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햄철차셔 (Implementing Procedures)

철차셔는 해당업무롤 칙첩수행하는 사람이 좌성하는 것이 좋다.

다시말해 훈송철차는 운송뿌셔'}， 도면확성 표준은 도변착성뿌셔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최할 것이다. 좌성자률혼 품질정책에 부합성율

캠토하여야 하며 공식척 결재는 협조부셔률에게 회람올 하여야 한다.

철차셔 담당자 (Coordinator) 률 지정하고 쩔차셔 착성과 검토률 위한

공약올 따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훨수 있다. 화학분야 에셔도

기계분야에셔 사용하는 것파 칼혼 계산셔 양식율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야에 컬쳐셔 표준화된 방법이 이용훨 수 있다는 사실윤 연구원

률이 인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이 지극히 변화

무쌍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차셔와 양식에 충분한

융통성율 부여해야 한다는것올 매니져들온 잊어셔는 안훤다. 품질

보증 매뉴얼과 이행절차셔률은 연구소의 표준 시스템으로 되어야

하며 고객요구률 딴혹시킬수 있도록 선핵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폼질수준

하나의 연구서설을 셔로 다른 많운 연구 프로젝트에 이용될 수도

었다. 각 프로책트마다 륙성율 반영한 개벌척인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과정운 프로책트 시작 시쟁에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

프로책트률운 산업현장에셔 실제로 일어난 문제 해결율 위한 것이

많으며 그에 대한 조사가 측시 시작되기도 하며 어떤 것윤 짧운 시간에

해결되는 것도 었다. 연구개발에 있어셔 데이터의 청확성과 신뢰성율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가창 철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

에셔 품질보증 시스템윤 현실책 요구롤 충촉시컬 수 있는 도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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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책임자는 가능하면 많윤 시깐율 71술척 부분에 쓰려고 할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관료추의의 칸섭율 받지 않으려 한다. 찰 설계된

시스템에 의한 품질보중 요구사항률운 데이터의 기술척 요구를 충록

시키며 최소한획 시간과 노력훌 률일수 있게 한다. 폼철서스템의

수행울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는 연구활동에는 하드

훼어의 제착이나 납폼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율 알아야 한다. 하드

웨어는 각각의 연구 개발에셔는 생산될 수도 있겠으나 연구개발에셔의

궁극척 결과는 데이터인 것이다.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품질과 유효성

보층에 척합한 품철보층 시스템올 수립하여야 활 것이다. 생산 쯤훨

관리 프로그램의 각 조합에는 륙정 부폼에 대한 검사， 시험， 포장， 션척

등에 있어셔의 세부척 방법이 기술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 품철보층

매뉴얼운 그렇치 않다. 문쩨는 이러한 품질관리척 활동들이 연구

데이터의 유효성에 어느정도 영향율 미차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셔， 많올 폼철척 요소률이 폼질계획 (Quality Plan) 에 나타나게

된다. 품철보중 매뉴얼이 모든 경우를 망라하여 사전에 계획될 수만

었다면 폼질 매뉴얼의 각 조항운 각 수준별로 가능한 활동툴올 구분

지어질 수가 있올 것이다. 검사 부문올 예로률변 ”품질수준 1"에셔의

품질검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폼질수훈 2"에셔는 프로책트 리더나 그

치청자가 검사촬 수행하며 ”품질수준 3"에셔는 독립된 품질조칙에

의한 검사툴 요구하고 ”폼질수준 4"에셔는 고객이나 청부의 검사활풍율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각 수준별로 척용되는 검사 활동에 차이툴 둘 수

있다논 것이다. 이러한 것올 찰 보여 주는 것이 카나다 규격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Z299 시리즈로 그림 2-2-1파 같다. 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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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는 품질수준이 놓아점에 따라 추가척으로 폼철요건이 책용되게

되어 었으며 Category 4로 팍터 Category 1 까지 상송하도륙 되어

었다. 카나다 규격올 폼철수준파 비용사이의 지챔률 제공해추고 있다

고도 생각된다. 그림 2-2-2에셔는 품질만혹도나 딴위생산 비용과의

상호관계톨 찰 보여준다. 또한 그림 2-2-3옴 프로그램올 청의하고 수행

하는데 있어셔 불충분성으로 인해 초기손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조

컬함어나 고잭소송애 수반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얼련의 문기점이

있융올 보여훈다. 따라셔， 초기손실윤 폼질프로그램올 확수하기 천에

인식확어야 할 것이다.:J.힘 2-2-4눈 품질보증 프로그랩의 이행 천파

후의 품질비용 법추촬 비교한 것이며 내부 빛 외부 질왜비용은 셔로

조합되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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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프로그램에셔 순수비용과 이떼율 산활하놈 것은 생산 프로그램

보다는 지극하 어렵다. 따라셔 모틀 연구개발 폼질비용운 하드훼어의

천체척 라이프사이를율 통해셔 추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추혹척 차원이

되며 펴구나 연구기능운 이윤추구률 위한 것운 아니다. 따라셔 외부

실패비용의 산훌윤 더쭉 힘률게 되고 폼철비용악 합계는 왜곡휠 우려가

르다. 프로책트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제폼이나 안천의 회소한 위험

도률 가지는 범위내에셔 사용되고 비용이 많이둔다는 이유로 가장 낮운

품질수준의 척용이 결정훤다 해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내에셔 각 활동에

따라 폼질수훈율 부여하여 프로책트를 계획하는 것올 가능하다. 또한，

이것몰 즉각척인 척용운 되지 않더라도 이것운 연구의 기본척인 얼얼

수도 있다. 폼질계획 (Quality Plan)은 륙수조건률 만혹시킬수 있도톱

보다 더 융통책으로 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 활동의 운영에 있어셔

”연구소 표준 관행" (Standard laboratory Practice)과 폼칠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다븐 II.풍철보충요건" (Specified Quality Assurance)의

푸가지 기본 수준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에서는 폼철명7} (Quality Assessment)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척 개념물 수립 이행하고 있다. 이 명가는 각 구성폼 또논 시스템의

설왜에 따른 중요도률 (1) 인간 건강과 안전 (2) 환경에의 영향

(3) 실험데이타의 손셜 (4) 일정과 차급의 명향 풍올 고려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분석 프로그램과 연구가 포함되는 프로책트눈 예외 조항올 두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경우는 그렇치 않다. 그러나 모든 프로책트는

품질횡가률 하여 공식척 품질수준올 매겨야 한다. 명 7}결과와 제기된

품질문체를 기초로하여 프로책트에 따라 공식척인 품질계획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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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훨 수도 있고 안훨수도 있다. 이러한 형가률 공식책으로 수행합으

로셔 프로책트의 힐때에 따륜 중요성에 이르기 까지의 다환 천문환야로

부터 필요한 천문요원률율 불려 모률수 있계 획어 많혼 사람들이 척·운

시간으로 명가에 참여하께되어 보다 챙제척이다. 명자는 기본책으로

크떤 작든 각 프로책트마다 하게 훤다. 작운 프로젝트는 품질계획

(Quality Plan) 이 요구되지 않요며 추요 프로책트의 청우 갤때 확률율

평가하여 영향율 미철수 있는 것률로 부터 철때의 종류률 알 수 있율

것이다. 형가의 예는 그림 2.2.5와 2.2.6에 찰 나타나 있다. 곁표지인

그립 2.2.5에는 프로책트의 배경과 내용， 최초 혹융 채명가 여부， 폼질

계획의 필요여부， 그리고 척철한 요원에 대한 셔명 등이 나타나 있으며

그립 2.2.6에 보인 확업셔 (Work Sheet) 에는 업무의 요소와 폼묵， 추요

실때 모드나 그 원인， 얼때의 중요도 및 설돼 확촬 등이 위험수훈 빛

청도툴 표시하는 난파 함께 나타나 있다. 각각의 설혜모드는 위혐의

척정 수준내에셔 품질계획에셔 척절한 조치불 휘할수 있도룩 하여야

한다. Oak Ridge 연구소가 하드훼어에 대해 척용하는 반면 Sandia

Laboratory 에셔는 비하드웨어 프로책트에 대해셔 프로책트 명가률

수뺑하고 찰뭇흰 산훌물이나 프로책트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수준의 판청

기준율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공석척 명가는 비용이 많이 률고 위험

성이 코고 자금규모가 륜 프로책트에 바람칙한 것이기는 하나， 계획

작성의 필요 여부롤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일부 연구소애서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어} 대해셔도 폴질계획율 수합

하였다. 어떤 연구소에셔는 폼질보총 플랜 (QA Plan) 의 학성없이

추어진 활동과 프로책토에 대하여 연구소 표준 관행율 매뉴얼의 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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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에 넣어 관리하기도 한다. 의사결정 과정운 연구소의 행정책 차원

에셔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QA Plan의 작성여부와 연구소 표준

관행에 의한 수행여부툴 결청할 기본 원칙이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환 규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폼질보층 요원운 각각의 업푸 몇 신규

프로책트에 대하여 변벌이 검토롤 하여야 하는 번거로물이 었게 되므로

가농하면 폼철보층 부셔는 표본 추훌훤 프로책트에 대하여 그 서스템의

효율성율 명가하기 위한 폼질감사만올 수행하면 되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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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JECT QUALITY ASSURANCE PLANNING

(1) Project Technical Plans

연구재발 부셔가 작업요구셔볼 첩수하게 되면 연구 기능의 요구

사항올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책트리더불 정하게 훤다. 프로젝트 리터는

기숨척 표준의 수립과 풍철보충요구사항 야뺑에 대한 일차척 책입율

가지게 되고 프로책트의 기술책 수뺑에 대한 천쳐l척인 책임율 지게되며

요구된 검사， 첨검 및 셔류화기능외 일청계획 수립에 중요한 위차에

있게 훤다. 프로책르리더와 품질보증 탐당자는 작업요구셔훌 검토하여

좌업의 롤질과 고객요건의 혹변에셔 품질보증 분야가 그 프로책트에

요구되는치의 여부툴 결청하여야 한다. 한 프로책트의 실험책 개념에

대한 것윤 Project Technical Plan에 기슐훨 수 있으며 이와 함께 QA

Plan에는 그 프로책트의 천반척 요구사항올 정립하여야 한다. 외부조칙

(고객)이 발주한 연구 프로책트의 겸우는 Project Technical Plan 운

계약셔 로셔 대쩨훨 수도 있다. Project Technical Plan에 포함되어야

할 함북운 다융과 같다.

(가) 프로책트의 몹척과 배경

( 나} 연구활동의 세부병셰

a. 시험이나 분석의 형태

b. 시험이나 질혐의 개념젤계에 내포된 기본원칙 및 제한요소

c. 조사훨 매개변수 (Parameter)

(다) 시험설비

a. 시험이나 설험방법의 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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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과에 영향율 미치는 자재， 부폼 혹운 구성폼의 식벌

c. 결과에 영향율 미치는 측청기기의 식별

d. 륙수공정 (용접， 옐쳐랴， 납뺑 빛 비따괴시험)에 대한 식벌

(라) 시험프로그램 ; 전체척인 시험계획과 그에 의한 시험절차 퉁에

대한사항

(마) 데이터의 획득과 그 보정방법의 가술

(바) 데이터의 명가 방법의 겨슐

Technical Plan운 고객과 연구소칸외 공식척 합의사항으로 이용될 수

었기 때문에 Technical Plan 의 승인과 개정관리도 공식화되어야 한다.

(2) PROJECT QA PLAN

QA Plan운 Technical Plan의 내용중 확안활동과 공정환러에 대한

항목율 선택책으로 발빼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셔솔식으로 착성할 수도

있고 점검표 형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l럽 2.2.7은 점검표

형식의 QA Plan으로 각 프로젝트에 척용훤 품질보증 요소들에 대한

세부 이행절차셔틀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프로책트에 대한 폼철

보충 활동운 요구훤 세부이햄철차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철차셔

에서 휘급되지 못한 사함에 대하여 추가책 셜명이나 욕수조항이

필요한 경우 비고한에 해당내용올 기술하도확 한다. 이의 잇점온

필요시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프로책트 리더 자신이 보유한 철차

셔는 곰바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첨검표의 마지막에는 생산훨

것으로 예혹되는 품질보증기톱의 록북올 첨부한다. 이 시스템운 모든

종사차가 폼질보증 매뉴얼， QA Plan , 셰부이행철차셔률율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 하다. 이 경우 품칠보층 매뉴얼은 기본정책의 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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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세부척 이햄율 위한 자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립 2.2.8는 점검표 형삭에셔 변형훤 형태의 QA Plan Index 이다.

거의 모든 셰부치칭이 폼질보충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고 QA Plan에는

척용훨 조함과 척용의 확돼가 훨요한 부훈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올

척율수 있게 되어 있다. :J.림 2.2.9은 QA PI뻐 Index에셔 추가책

셜명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율 셔술식으로 기흡한 것이며 사용차가

폼정보종 매뉴얼 딴율 가지고 었다고 가청하였으며 QA Plan옴 프로책트

추햄에 있어 책용 여복에 관한 이해롤 돕기 위한 것이다. 점컴표

형식운 셰부 이행철차셔가 변경되어도 매뉴얼의 변갱이 필요가 없으며

발주자에게 절차셔의 배포가 필요없는 엇챔이 있기 때문에 지척소유권울

보호활 수 있다. 이 형식운 프로책트 책임자가 폼철보충 요구사항율

이해하기 위해 많운 셔류업쭈촬 쳐t!l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QA Plan Index 형식은 시스템에 대한 셰부척 변경사함은 풍철보종

매뉴얼애 칙캡 명향올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매뉴얼 보유자에게 측시

알려야 한다. 따라셔 정미한 변경사항도 발추자의 검토와 숭인이 요구

훨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업부 처리롤 하여야 하는 단첩이 있다.

다융으로 순수셀술식 QA Plan으로셔 표지에는 각 부문 책입자의 셔명

한이 있으며 본문에는 프로젝트 시설에 관한 사함， 조칙과 책임에 관한

사항， 휘하여질 폼질보충 활동에 대한 깨요 등이 껴출훤다. 용벌훌I

환리되어야 활 쯤질보중 활동내용 (Special QA Actions) 윤 표 2.2.2 어l

예시훤 것과 활이 싹성되는데 프로젝트 평가에셔 나타단 관심사항률율

중챔으로 다루재 훤다. 이 표는 품철처하나 질때률 방저하고 보상할

수 있도톱 휘해야 활 셰부척인 지침올 제시해 줄 수 있다. 품철명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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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y Qλ Plan In accordance 남ith the QualIty Assurance "anual.

3 OE~IG’1 CONTRQl AND METHOO REVIEW’

:l 1.2 The prOject approach and I얻thod IS documented in the Project Plan
(bCU"oer. t Re vIe싸 and approval by the Project Manag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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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STRUC1ION~. PROCEOURE~ ‘ ".1\0 ORA써 lNG'S

5. 1. 1 써 rltten procedures ar、e required for collecting. 1dentifying. packag
in9. and shipping f1eld samples.

5.1.3 This subsection applies to the procedures listed ’n 5. 1. 1 above.

In addlt10n'

AdescrIption of the research procedures and rrethods used (or de
veloped) shall be 앤corded ’n the laboratory Record Book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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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oCU~~t.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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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Narrative supplement to QA pl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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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e aks in pressul'c ]>\1ηng Conduct pressure test and Complet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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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와‘s ‘n hydrocarb“1\ \ I I.‘ \' Prcssur앙 test vessel and Complete special
vessel visually inspect interior of procedure 7-1- 1:$0
Cause: Accelerated ell\'- vessel on a periodic basis.
rosion of vessel wall Prepare procedure.

:1. Improper ‘’pc ration ‘fI I이 al Develop maintenance Complete procedl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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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Special QA ACtions

함께 사용되는 QA Plan의 체계하에셔는 어떤 다륜 문셔에 의존함이

없이 프로책트 활동율 륙수하게 관el 할 수 있다. 또한 QA Plan 올

Technical Plan 의 일부문으로 깐추되고 있으며 기술척 사항과 품질보증

활동파의 함혹성율 발휘하게 해주는 도구라 활 수 있다. 연구 프로

책트의 규모가 커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보다 많온 요소률이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예로셔 고훈위획 에녀자툴 가진 거대한 시험

시설의 셜겨!l. 건조와 같운 경우 지정된 상추 품질보증 요원으로 하여금

폼질보중 프로그램율 짜셔 그 프로젝트의 천봉척 폼질보종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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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질 표훈환행 (Standard Laboratory Practice)

(1) 청의

각 윌험젤에셔 수행하는 연구활동률에 대한 혐가는 실험 데이터에

의폰하므로 좋은 데이터롤 얻기 위한 실험성 표준 관행파 조칙척인

체계 (System) 의 관리는 매우 충요하다. 그러므로. 각 실험실에셔는

실험설에셔 수햄하는 연구활동률이 표준환햄에 의하여 수행되기률

바라고 있다. 설혐질의 관행에셔 검사자 인충윤 최소한의 것이며

이외에 수훈올 포함하고 있어 과제리더에 의한 표준환햄의 셜정올 신충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폼질의 수준은 보고셔톨 롱하여 나타나제

되므로 연구보고셔와 셰부척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 폼질수준율 요하는 분야는 다옴과 같다.

(가) 사용되는 데이터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험도가 낯운 과제， 혹몰

직접척으로 척용이 퇴치 않는 과제

(나) 문헌조사

(다) 비용이 낮운 사험장버를 사용하는 위험도가 낯윤 과제

(라) 척철한 검사와 문셔착업의 반복율 요하는 과제

(마) 욕수한 시험철하률 요하는 표준시험

실제 대부분외 과제는 안청도나 재청에 대하여 높윤 위험도툴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본 품질수준울 변형시켜처 QA 시스렘에 척용하여야 함다.

(2) 뺑정철차

각 실험실은 각기 다른 기농과 수단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실험실에셔 수행하는 기술책인 힐툴혼 조건이 다률때 마다 운명방법올

다르게 척용하여야 하므로 문서화하논 것윤 매우 어렵다. 그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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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구하고 짝 힐험실에셔는 륙별한 환야에 까지 척용훨 수 있는 기붙이

되는 표훈올 쩔정할 필요툴 느끼고 있다. 실제 실험본부 (center)

에셔는 각 실험월에셔 척용훨 수 있는 최소 기준사항올 정하여 각

실험설에 책용훨 수 있도롭 할 수 있지만 각 실험실에셔는 경명차

‘ (manager) 률에 의하여 실험실 정책과 청책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쩔차률훌 수립하는데 노력올 하고 었다. 이와 같은 쩔차률툴

본부 (center) 에셔 규청한 기본 표훈환햄에 실험실에셔 척용할 수 있는

표준률율 챔가하여 쩔차률율 수립할 수 있다. 일단 표준환뱅이 개발

되면 각 부셔에셔는 각 실험실에셔 이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룩

하여야 한다. 표준 관햄에셔 고려할 사항윤 수맹활 착업에 대한

책입의 명시， 자산과 충요채료률의 분류와 보효에 대한 척철한 철화외

개발과 개연의 책임싸함율 기술하여 이에 따라 확업이 수행되도몹

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와 겨l약된 과제에 보안이 관계가 되었올

때에는 정부에셔 제청한 문셔나 재료관리에 대한 쩔차에 따라 실시

되어야 한다. 끝으로 철차처에 규청하여야 할 사함으로는 기획， 문셔，

검토나 실혐의 보고 등이 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옴에 기술

한다.

(3) 계획

R뼈톨 효과척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계획이다.

연구과제의 참청척인 총격이 회사의 미래기솔과 재정에 영향율 미치며

R&D 비용이 과쳐}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계획철차는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어느 획사에셔는 효과척인 계획 수립율

워하여 기술부셔와 경영차의 검토롤 롱한 계획 사이률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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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cycle) 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각 과제에 대한 욕수계획운

최종한계 까지의 비용과 계획진행표 (milestone) 등올 포함하여 수립

되어야 한다. 여I로 표 2.2.3에는 과제의 계획과 과제에 대한 관련

사항율 기술할 수 었는 여빽이 주어져 있다. 가장 기본척인 품질수준울

요하는 과체는 계획셔어11 QA 시방셔가 명시되지 않아도 훤다. 각 계획에

대한 기본 폼질수문올 션택하는 기볼규칙윤 모든 사밤이 명확히 알고

있도확 하여야 한다. 딴약 큐칙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면 작업의

시착어나 과제의 계획전에 QA 조직의 도몹융 받아 각 과제의 기본품질

수훈에 대하여 검토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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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기록의 문셔화

R&D에 대한 문셔는 QA의 수훈 (level) 에 광계없이 중요하므홀 어떤

정보， 메모， 회의시깐， 기구의 계산곡선， 과제방향 젤청에 대한 사항툴운

파쩨 철 (Project file)에 보환 하여야 한다.

륙벌히 충요문셔에 대한 사항률운 다읍과 같다.

(가) 작업 주문셔와 고책과의 의사교환

R&D에셔 오해하기 협고 또한 논쟁율 유발시키는 분야는 연구

자의 의도， 확업계획， 예상벼용 이다. 이러한 사항률용 껴l획효기에

표 2.2.3과 같올 문셔툴 사용하면 푼쳐1률윤 협게 해결훨 것이다.

다만 몇가지 발생하는 문제챔률용 고잭에 관한 사항으로 고책이

과체에 대하여 -원하눈 것요로 압축훨 것이다. 그러나 불햄하께도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관려l훌 따르지 않아 많을 문제가 발생하게

훤다. 그러므로 문제의 발생율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셔로의

이해 사함율 셔면으로 교환하여 이률 과제철 (Project file)에 보관

하여야 한다. 과제 리더는 예상비용파 충격 등에 대한 동의나 변경

사항이 있올때 마다 문셔화하여야 하며， 파제 수행기관아 바뀌면

셔명 등 관련 사항율 재청하여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 오해롤

없애야 한다.

(나) 구매셔휴

구매 탐항부셔는 각 과체에 대한 구패셔류의 사롤율 보관

하여야 한다. 구때는 여러￥처에셔 수행되므로 모둔 구해 서류에

대한 사본울 과처1철에 정리되어 필요시 신촉히 참조할 수 있도륙

관리화어야 한다. 문셔에는 71술척인 시방셔， 비용， 계획 풍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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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었어 풍급차 혹올 구매차가 혼풍하치 않도확 하여야 한다.

구매문셔에 변동사항이 었올때에는 문셔화하여 각 연구부셔의 숭띤율

얻어야 한다. 시협에 대한 전체책인 목척이 기출되어야 할‘필요가

있율때에는 ’ 시험에 대한 인중 종류와 표준， 시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시험폼묵의 묘사

시험율 월시할 때에는 시험폼몹율 청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결과에는 여러 요소률이 변수로 좌용되E로 시험폴북율 청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변 다시 시험할 경우에는 혼란어 있게 된다. 시험율

실시할 때에는 시험설비와 시험폼톱으로 구분하여 젤시하여야 한다.

위의 두 사함률중 시험결과와 결과의 타당성에 형향율 미치눈 톡징

률에 대해서는 문셔화 하여야 한다. 시험폼북율 설계한 그합01

제공한 써부 도면률운 시험품북에 대하여 실제 크기툴 나타내껴

때문에 시험폼톱의 형태흘 아는데는 좋은 수판이 훤다.

(라) 시험일지

시험얼지는 기혹이나 교청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기혹과 교정이 수행되도흡 하여야 한다. 일반척으로- 사용되는 관행

i로는 기업의 경우 영코률 사용하며， 치우는 것운 허용되지 .않눈다.

기업사항에 대한 교청시에는 찰못된 부분율 일칙션으로 긋고 옆에

교청사항율 기업하여야 하며， 교청날짜와 교청차의 셔명율 기입

하여야 한다. 시험얼지는 양식화되어 있어셔 다옴과 같운 내용률의

기입이 용이하도흡 하여야 한다. 예툴툴변 사용 시험장비， 혹챔

A1 방셔， 관련 문헌， 사험 대상과 기볼가청， 사용 철차셔의 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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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시험대상과 관련흰 사함 률의 기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절차셔는 여러 실험실의 검토톨 흉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송인훤

절차셔률윤 과제 문셔철에 보관되어야 한다. 때때로 새로운 철차셔

와 표훈이 필요할 때에는 새로운 컬차와 표준이 수웹되어야 한다.

만약 질험힐지에 철차셔의 번호나 개청에 대한 기록이 체계책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철차셔와 북사본율 과제철에 보환하여야 한다.

(마) 보고셔

청식보고는 과제에 대한 진햄정도 (milestone) , 지훌， 그리고

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보고할 때에 실시한다. 이와 같운 보고는

분기벌로 실시하는 것이 척절하다.

(바) 재청관리

채정환리는 세심한 기술척인 관리를 필요로 하논 것으로 채청

관리와 과제와논 벌첩한 관계가 었다. 재정관리는 재정의 정도롤

세부척으로 알수 있도몹 1개월이나 3개월 깐격으로 과제 전행정도와

예산， 지흩청도 등에 대한 보고률 하는것이 책철하다. 보고는 일반

척으로 깐결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찰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율 숭인하는 부서에 칙첩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셔눈 권고

사항올 기혹하여 불합리한 사항율 사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이나 작업계획이 바뀌변 야에 따른 변경사항율 반앵할 수 있도록

파제 관련 문셔률율 변경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툴윤 표준체계가

수휩되어 이에 따라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고문셔

보고문셔뜰흘 문셔 이륨과 변호가 기입되어 나중에 문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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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의 추척이 용이하도톱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아) 결과컵토

검토률 행한후 연구결과에 대한 출판운 연구 데이터에 대하여

척절한 검토가 수행되었다는 것율 보충하는 좋윤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책으로 소수 그홉만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롤판올 하고 있으며

대부환의 관섬률윤 설계와 공청에 대한 것으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도

관심올 갖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률이 중요한 곳에 척용훨

때에는 청규 설계검토와 써부척으로 톡립훤 검토롤 하여야 한다.

여러단계의 송인이 필요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보고가 셀시되어야

한다. 보고는 머I모와 북사 영수중 동율 이용할 수도 었으며 정식

보고는 고위 경영자의 승인율 요할때 실시한다.

라. 연구개발 품철보층의 척용요건

(1) 개요

연구과제는 과체의 종류에 따라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깐이 다르다.

이곳에 기록된 안내지캠이 모든 과제에 척용되는 것운 아니며 연구자는

파체의 특성에 따라 찰 선택하여 책용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률윤 이천의 연구차률로 부터 좋운 실험실 관햄 (Laboratory

practice) 율 천수받아 왔다. 실험실 관햄풀윤 테이터의 청당성，

청확성， 재현생 등율 관찰하여 얻어진 것으로 이는 상험중에 발생활 수

있는 여러 켈때와 누확사항률의 원인률율 찰 조철할 수 있게 한다.

많운 연구자들혼 좋윤 성험겔 관햄율 롱하여 연구행위가 책철히 계획

되고 실행되어 여러 하드웨어， 재료， 공청 등에 사용훨 수 있는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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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이터률 얻는데 도폼율 얻게 되었다. 연구환청운 매우 톡욕하여

연구자툴운 높운 학력과 자신 스스로 동기률 뿌여하여 행동율 하며，

포한 연구롤 수행하는데 창조성과 개인성도 훨요로 한다. 연구분야

에셔의 실수는 일상척인 것으로 패이터는 여러변의 셀수률 롱하여 힐어

지므로 좋융 결과를 힐기 전까지 실때는 발생되기 마련이다. 폼질

보층의 개념운 처품부터 율바른 방향으로 일율 진햄하여 힐때롤 미연어1

방치하기 위한 것으로 폼질보증과 좋옴 설험실 관행은 셔로 배타척인

것온 아니며 연구원들도 설제 폼훨보증 절차률 따륨으로 연구의 수행에

있어셔 많윤 도옴올 얻고 있다. 폼질보층의 끈본으로는 경명차외

확고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QA에 대하여 척철히 지원율

하는 분위기에셔는 모둔 연구원률은 경영자가 품질 프로그램율 진셀하고

열성척으로 믿고 있다는 것율 알께 된다. 경영자는 품질프로그램의

증진율 위하여 폼질프로그램의 북척올 설청하는데 도울올 추고， 련한울

갖고 지훨율 아끼지 않으며， 또한 폼철프로그램에 대하여 주기책연

평가를 할때에 연구원률은 더쭉 폼철보중에 대한 확신과 폼질의 중요

성올 깨닫게 된다. 실험의 최종결과눈 데이터이다. 이헌 데이터률운

다톰 사람에 의해셔도 동일한 결과률 얻올 수 있는 재현성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많용 공정과 셜계의 입력차료로 사용되므로 그 정확성윤 매우

중요하다. 품질프로그램의 북표는 확업의 이해촬 도우며， 또한 연구

과제의 목척과 뿌합되는 결과률 얻도룩 하는 것이다. 다옵의 지챔률운

연구에셔 얻은 테이터률에 대한 척합성， 정확성， 정교성， 채현성，

검색의 용이성 동율 보층하는데 도폼율 준다.

(2)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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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의 책입자는 파체의 수햄이 효과책이며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룩

하기 위하여 다옵과 같혼 책임이 ?었다.

(가} 척철한 폼질관리

(나) 각 행위의 검사

(다) 과체의 계획， 파체의 진뺑청도의 검사， 보고

(라) 최총화료 (data) 의 타항성

(마) 폼월에 명향율 미치는 기솔척인 요소의 결청

(바) 고객의 특벌한 요구사항률 흑， 재료의 인층， 검사， 욕벌한

시험 혹윤 기기의 눈금교청 그려고 책철한 문셔화 보존풍에

대한 보종.

(사) 고객의 요건율 만혹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쩍 그리고 겸영척

수단올 연차.

위의 사항옳 바탕으로 하여 품질 관련 부셔의 도올.올 받아 QA 프로그램

중에셔 파제에 척용할 수 있는 사항률율 컬정하여야 한다.

(3) 과체의 계획

연구과제의 성공운 과처l에 대한 폼질계획과 웰첩한 관계가 있으

므로 파제책임자는 모든 경우에 과체의 계획과 작업범위 등율 고책과

협의하여 작업범위와 일정율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과체계획의 푼셔화

1) 문셔는 과제불 용이하게 관리하고 기출할 수 있도몹 개벌

되어야 한다.

2) 문셔는 업무계획서， 연구체안셔( Proposal) , . 혹운 다문 연구

허가문셔 등으로 분리하여 문셔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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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는 셰부척으로 분휴가 찰되어 있어 기출척으로 책절한

자철율 갖훈 요원에 의하여 협께 이해훨 수 있도룩 하여야하며

다른 설명이 없어도 좌업율 수햄할 수 있어야 한다.

4) 과제책입자는 과제툴 계획할 때에 다융파 같은 사합율 고혀

하여야 한다.

0 연구과제의 몹책과 대상

0 실험계획과 분석

0 시험계획， 시혐천 검토

0 첩은한계

0 검중철차

0 시험철비

0 정규검사의 수행여부

0 재료의 대체에 대한 고객의 승인 여부

0 데이터(data) 형가 방법

0 보고와 다른 천달사항 (deliverables)

5) 작업계획셔논 맨처옴 고객에게 보내어져 과제의 체부 내용올

찰 이해할 수 있도홉 하여야 한다. 고책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교청할 수 있는 기회툴 추어야 한다.

6) 계획의 사폰은 텀 구성원률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나) 시철물 요건과 이용

1) 건물， 공공설비， 시철공간， 그리고 임시고용인의 사용 등은

과체의 요건과 얼치하여야 한다.

Z) 과제리더는 과제계획의 초기에 입시고용인에게 과제외 요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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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추어 과제가 지연되지 않도북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련 사항

과제책임자는 다몹과 같윤 안천 관련 책입이 있다.

O 모튼 파체률이 지청된 쩔차와 안전 환련 규격파 기준에

따라 수행.

0 수햄훨 작업에 대한 위험과 인충된 쩔차에 대한 안치.

0 안천 관련 보호장비， 위해한 화학물질사용， 처장과 처운，

방사선 위험 등에 대한 인지.

0 과제계획 초기에 안천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험실의 안천

관련 요원과의 상의.

(4) 몽계척 실험설계

통계쩍 방법에 의한 실험설계는 변수률에 대한 조사， 변수률의

상호 영향 등올 관찰하는데 유용하며 최척조건율 찾는데 유용한 설계

방법이다. 또한 실험결과가 식에 의하여 설명훨 수 있올때에도 사용훨

수 었다.

(가) 설계의 문셔화

1) 셜계률 문셔화 할때는 다융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0 시험대상

0 설계 matrix

2) 시험대상에 대한 기술온 다융과 같옴 협식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함칙하다. 축 질푼과 대답， 가청과 시험， 변수와 변수에

대환 펑가의 혐식으로 기슐되어야 한다.

3) 설계 matrix애는 변수와 시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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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환리

(가) 설계검토

설겨1검토는 제폼에 대하여 옳운 폼컬과 신뢰도률 보장하고

비용 효과책인 생산， 실험실에셔 개발되고 있거나， 채고안 (model)

중인 공정율 보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1) 설계검토는 실혐쌀대의 새로훈 실험철버다 혹용 재 고안충인

성협젤비에 대해셔도 확장 척용훨 수 있다.

2) 쩔계검토는 고책에 의하여 요구휠 수 었으며 고객어 요구가

없율 경우에는 경영자에 의하여 요구훨 수 있다.

3} 쉴험셀바에 래한 철계곁토는 쳐}셔훤 모든 요구사항율 만좁

시킬 필요는 없으나 톡수사항에 대하여는 척절한 수준에셔

요구사항율 반록하도롭 실시되어야 한다.

4) 설계검토는 쩍어도 2회 설서되어야 한다.

o 첫번째는 계획의 초기에 설계시방셔에 대하여 질시한다.

0 두번째는 설계가 끝난후 그러고 져l풍파 공정이 고객에게

인도되기천， 혹은 시설물의 건혹 이첸에 실시한다. 셜계

검토는 정식의체가 있는 회의에셔 처리되어야 하며 안건

으로는 철계대상， 셜계 관련 사항들， 정부부쳐나 기업의

검토위훤회에셔의 의견등아 었다.

5) 검토는 철험실내의 경험과 능력있는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챔로차는 경영자에 의하여 결청되어야 한다.

6) 검토자에 의하여 제사훤 권고사함률운 천 검토차의 동의률

얻어 셀계검로보고셔에 문셔확 되어야 하며， 문셔는 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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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셔명이 있어야 한다. 천 4 검토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권고사항도 보고서에 -챔환하여야 한다.

{나) 도면관리

1) 모든 도변운 제도자 이외의 다혼 사람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배포 이견에 과쩌l 책임자의 숭면이 있어야 한다. 개정훤

도면외 검토와 송인윤 쳐융파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 톡립척인 검토

1) 과체의 중요한 결과 (data) 톨 분석하거나 중요한 결과롤 얻는

과제에 대하여는 톡립척인 검토툴 실시하여야 한다.

2) 검토눈 과제애 대하여 찰알고 있눈 ·개인이나 다수에 의하여

수행훨 수 있으며 검토자눈 과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3) 청영자는 검토자의 자격요건율 규정하여 각 -실험실 요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자는 과제책입자에 의하여 선쩡환다.

4) 시험장비의 설치이전에 톡럽척으로 검토툴 하여할 사항은

다옵과 같다.

o 척도 (Scale) 의 계산

0 시험의 수행

0 장버의 안정성

o 규격과 설계， 조칙찬의 관계 (Interface)

위와 사함툴올 과체책입차에 의하여 셜청되어 셰뿌착업 계획에

병시되어야 한다.

5) 과체의 수행충이나 획총딴계에 검토하여활 사항으로는 다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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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객외 시방셔와 요건에 따륜 과제 수뺑 여부.

0 분석결과 록， 얻어진 .결과률이 셰부시험 계획에 나타나

있는 북척혜 척합‘

0 규정된 폼철규격， 계산， 컴휴터 Program의 정확성과

척합성.

위의 사항률은 데이터의 타당성 혹혼 품질에 미치는 명향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6) 검토결과는 문셔화하여야1 하며 다몸과 같운 사항률이 명시

되어야 한다.

0 검토자의 셔명과 날싹

0 검토수행에 사용흰 첩근방법

0 검토결과

0 데이터에 대한 의문사항들운 데이터툴 얻운 연구자와

검토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옷한 의문점온 경엉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검토문셔툴 과제책임자에게

념겨추어야 한다.

(6) 개청관리 (Change Control)

(가) 작업계획셔， 셜계검토는 기훈율 정하여 변화에 대한 관리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본에는 개정번효톨

기입하여야 한다. 위의 문셔툴 개청하면 모든 관련 파제

문셔률도 개정되어야 한다.

(나) 부정확하거나 파가된 도면과 시방셔눈 부주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도면 시방셔률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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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련 문셔툴율 재정하여야 한다.

(7) 계산 (Calculations)

(가) 계산운 시험데이터 (data) 의 환산과 분석충에 실시되며 이률

문셔화하여 시험젤비에 대한 셜계의 청당성율 입충하여야

한다. 계산올 지정된 형식으로 문셔화 하여야 하며 세환책

으로 기솔되어 있어 과제와 관련된 사람이 협게 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산의 검책， 계산문셔 셔휴보천 (filing) , 재생율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산율 기룩할 문셔에는 다옴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o 과체의 제북， 과제 분류번호， page 번호， 계산자의 이륨，

계산데이터 (data) , 관련흰 하드웨어， 계산이 척용훨 수

있는 System , 과제분류번호와 page 번호 둥이 71입되어야

한다.

(다} 세부계산에는 다율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0 계산의 북척과 대상

0 설계 입력과 출처 (Source)

o 사용된 가정과 방법

o 증명에 사용된 가청

o 조사변수

0 분석의 결과와 결론

o 단위

(라) 과제책임차는 계산결과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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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톡립척인 검토 여부률 컬청하여야 하며 검토할 사항운

다용과 칼다.

’‘ 0 고객의 입·력 (input) 에 곤거한 계산， 시험장비의 젤치에

필요한 철계자의 계산， 시험결과 (data) 의 분석에 사용된

계산， 최종보고셔에셔 요구된 계산들.

(마) 검토결과는 푼셔화하여야 하며 다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0 검토자의 셔명과 날짜

0 불일치 사항

해컬되지 않윤 볼일치. 사항윤 고위 경명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소프트웨어 (S/W)

(가) 소프트훼.어의 선택운 소프트웨어외 사용에 의한 위험(risk) 의

갱도률 명가하여 기존의 소프트쩨어톨 사용할 것띤가， 내부

에셔 개발한 소프트훼어， 혹몰 구매한 소프트웨어툴 사용할

것인가툴 결청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의해 발생

되는 위험의 총휴는 다융파 같다.

1) 고위험 : 소프트웨어에 의한 찰옷 (error) 이 비용， 제품의

선회성， 그리고 고잭과의 관계롤 악화시키는 청우.

2) 충위험 : 소프트웨어가 R&D 제폼에 영향올 미치지만 비용，

제폼의 신뢰성에는 영향율 미치지 않윤 경우.

3) 져위험 : 소프트웨어가 R&D 쳐l폼에는 영향율 미치지 않으며

소프트웹어에 획한 결과률이 개발중인 제폼에 의하C택

입충이 되는 경우.

(나) 폼질계획윤 Sf찌의 에러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율 혐가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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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문셔화， 검토， 시험 등이 포함되며

시험올 S/W가 요구된 방법대로 척철히 사용되어 정확한 결과률

얻었는지률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능한 폼철계획외

초기단계에 위험 형가률하여 위험으로 연한 비용요건율 명시

하여야 한다.

(다) S/W의 관리는 S/W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퉁급

(level) 에 따라 폼셔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문셔에는 S/W의

식벌， 개청 그리고 S/W 결과 (output) , 날빠 둥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과제책입자는 다옵과 칼윤 책입이 었다.

o S/W로 부터 산훌훤 모든 결과와 청보가 정확히 책용

되었는지의 여부

o S/W의 사용천 S/W의 검 토

(9) 구매

( 가) 각 실험실에셔는 과거 공급자와의 구매햄위에 대한 경험율

반명하여 구매률 수행하여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장비구매시

다몸과 같폰 사항율 고려하여야 한다.

0 구매에 대한 폼질보충 관련 과거기록

0 실험장비의 중요성

위의 사항들온 데이터의 질과 타당성에 중요한 명함율 미치

므로 공급차의 인층과 자격율 규청하는데 중요하다.

(나) 모든 연구원률은 셀험장비로 언한 실때와 성공 사려1에 대한

과거기록율 제공하여 공급차애 대한 과거 구매정보률 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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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옵올 추어야 한다.

(다) 셜험결과 (data) 외 질과 정닿성 (validity) 에 영향올 미치는

구꽤품북， 규격재료， 그리고 기추 (Instrumentation) 등은

구매요구사항에 폼질보충 요건올 문셔화하여야 하며 품질보중

부셔의 컵토와 송인올 얻어야 한다.

(라) 구때요건에는 다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0 대상품묵

0 날짜

0 예상비용

0 부셔승인

o G.A 관련 규격 요건

0 구매자의 이를과 계정번호 (charge number)

(마) 과체관련 구매기록운 과제문서 (file) 에 보존되어야 한다.

(10) 검사

(가) 안수렴사

1) 인수겹사는 구입폼목이 인수되변 품질관리탐당자， 과제책입차

혹윤 차청인에 의하여 구입폼몹이 구입요건과 일치하는지룰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구입문셔의 사본， 파쳐:1 log

book , 혹운 인수검사 문셔에 문셔화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는 다옴사합이 명시되어야 한다.

0 검사품목

o 구입문셔번호

0 폼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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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륙성

0 인수충명셔

0 결합 -

o 폼목외 수락여부

0 검사자의 셔명， 검사날짜

위의 사항률운 공급자의 공급이력셔 (Supplier experience

record system)에 수혹되어 야 한다.

2) 쭈입품북에 이상이 었요변 록각 시청조차롤 휘하여야 한다.

척철한 표식방법올 사용하여 검사중인 폼북， 결합폼북， 검사가

완료된 폼몹 등율 구운할 수 있어야 한다.

3) . 고객이 공급한 채료에 대하여는 재료의 결함이 없고 고객과

실험실에셔 요구하는 시방셔와 일치합율 입충하기 위해 인수

검사 문셔롤 받아야 한다.

(나) 가동중 검사

. 1) 가동중 검사는 과제책입자가 실험결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불리척 륙성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가 필요할때에는 구매

푼셔의 사본이나 공정일지 (Route sheet) , 시험절차셔， 검사

북륙표 등에 기업할 수 있다. 과제와 환련훤 모틀 검사는

과체책암차에게 책입이 었으며 검사는 폼질관리탐당자， .기술

관리담당차， 공장관계자(shop personnel) 에 의하여 셜시훨 수

있다.

2) 입계용척은 검사표나 흐름도 (Route sheet) 에 명시되어 검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설비의 제착과 관련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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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이 었으면 다옵의 지첨올 따라 검사툴 실시하면 매우

유용하다.

가} 검사가 매우 단순하거나 모든 륙정률율 한번에 검사활 수

있율 경우에는 검사표 (Checklist)촬 사용한다.

나) 꽤우 북잡한 제조 관현 검사 (컵사툴 다른 시간에 수행

하여할 경우)는 흐톰도롤 사용한다.

다) 검사중이나 검사후 기술관리부셔에셔 ’ 시험기구의 조건에

대한 검사롤 수햄할 경우에는 과제 공·청일치에 문셔화 한다.

라) 고책이 검사나 시혐에 대하여‘업회률 요청활 경우 흐롬도나

시험철차셔에 입회첨율 명시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책의

대표자눈 입회률 인증하기 위하여 기홉문셔에 시험 입회

날짜와 대표자 셔명율 하여야 하며 입회첨이 변하논 겸우

에는 셔변으로 봉보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운천 (operation) 에 찍숙한 어느 사항에 의하여도 질시

될 수 있으며 시험중에 실시되는 검사는 과제책입자나 지정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공장검사자(shop inspection) 듣 시험

부폼의 제작과 관련훤 운천자나 폭립척인 검사자에 의하여 실시

될 수 있다. 과제책입자는 톱럽척인 검사 (independent in

spection)나 훈전자에 의한 셔험이 필요한 청우촬 결청하여야

한다.‘ 실험싱에셔는 욕수 검사자의 록확율 확성하여 폼철부서

에셔 보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껑사자는 검사결과툴 ，문셔화하여야 하며 다옴 사항여 명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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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총류

0 검사결과

0 결함

0 폼북의 수확여부

0 조치사항과 관련훤 참조문셔

0 검사자의 셔명

o 검사날짜

5) 검사중 발견훤 부척합 사항운 과제 공정일지나 부척합사항율

기룩하는 문셔에 기봅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는 필요한 조치

사항울 결청하여 고객의 송연율 얻어야 한다.

(11) 재료의 식벌관리

(가) 과제리뎌는 파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률에 대한 석벌관리에

책임이 었다. 채료의 관리는 각 재료률 씩벌할 수 있는

식별표 (tag) 등율 부착시켜셔 다른 파제에 사용되는 채료률파

섞이지 않도룩 분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표출 식별방법

으로는 다옵파 같다.

0 검사중

o 재료식별표

o 수략 : 초륙썩

0 불량: 붉운책

과제려더는 위의 표훈식벌표률 이용하여 재료의 명시， 분리，

그리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었다.

(나) 기계공장이나 용접공장 등에셔 채료의 사용올 원할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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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률 처분할 경우에는 충앙창고률 만률어 그곳에 있는

재료률 사용하게 하여 재료가 유용하채 사용되며 보존되도몹

하여야 한다.

(다) 과제리더는 재료의 식별과 관리롤 수햄하는 부셔률 지정할

수 있다. 과제리더는 재료의 식혈과 관리의 요건율 치청훤

부셔에 념겨주어 모든 재료에 대한 재료의 식벌과 관리툴

요건에 따라 수행되도룩 하여야 한다.

(라} 과제률 수햄하는 사람 (project personnel)운 과제와 관련훤

재료와 뿌폼에 대한 실험결과의 인층이나 재료의 척합성에

대한 인종셔 등율 보존하여야 한다.

(마) 실험실에서는 재료의 입총율 위하여 부수척인 시험율 필요로

한 경우툴 지정되어야 한다.

(바) 과쩨책입자는 여러 시험보고셔나 재료인증셔률 보존하여야

한다.

(사) 재료와 대체재료눈 관련된 주나 지방의 규격 (code)에 따라

결정되며 대체채료률 사용할 경우에는 과체책입차는 사용

전에 대체재료에 대한 고객의 사천 숭언율 얻어야 한다.

위의 요건윤 초기 과체 계획중에 수립되어야 한다.

(12) 부척합사항

(가) 부척합 사항이나 조건률운 71솔자의 시험절차에 대한 오해나，

매각인 (vendor) 과의 문제 둥 여러 분야에셔 발생할 수 있다.

(나) 부척합 사항률운 과제일지나 부책합보고셔에 기혹하여 경명

자가 문제의 경향파악과 해결에 도옴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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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rt 부셔눈 부척합 사항에 관한 보고셔의 사본율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과체에 대한 장기깐의 부척합보고셔톨 분척

하여 주기책으로 발생하는 문제률 찾아내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률 취하여야 한다. QA 부셔는 시정조치에 창가하여 폼질

계획변에셔 문제률 해결하는데 도용율 추어야 한다.

(라) 만약 견본이나 시설촬 (fixture) 이 부척합하면 표식율 사용

하여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부척합사항율

검토하여 사험컬과에 미치는 영향율 결쩡하여야 한다.

또한 부척합사항에 대한 시청조치로 사용가， 보수 그리고

혜거 여환률 쩔청하여야 한다. 사용가나 보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고책의 시방셔와 약속의 화질여부블 고려하여야

한다. 과체책임차는 시정조치에 대한 고객의 송인율 얻어야

하며 일단 부척합사항이 해결되면 부척합표식올 제거하여야

한다-

(마) 폼철체계 (system) 에 대한 부척합사항 즉， 시험계획이나 철차

등에 대하여눈 부척합사항 관련 보고셔에 푼셔화하여야 한다.

척어도 부척합사항온 파제얼치 (log book) 나 과제 관련 기혹

푼셔에 푼셔화하여야 한다. J휴척합사항폰 고객의 송언율

요한다.

(13) 시험관리

(가) 시험계획윤 과제의 초기단계에 세부사항율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쩔차는 EPA나 AS’I’M둥과 같윤 표준화된 철차롤 척용하는

것이 척쩔하며 철차는 철차셔에 기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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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컬차셔늠 번호로.. 식벌이 용이하케 하여야’ 하며 개정변호는

확업계획셔나 과제 철 (file)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이 전햄됨에 따라 시혐의 세부사항풀이 더욱 명확하게

됨으로 시험중에 시험사항율 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쩔차셔는 각 시험단계에 따라 합쩍기준 (Acceptance cri

teria)이 있어야 하며 사혐절차는 실제로 책용할 수 있도확

작성되어야 한다.

(마) 합격기훈여 없율때에는 철차셔에는 단지 시험데이터의 기록

방법만 기솔하여야 한다.

(바) 시험쩔차서에는 사혐천 입중되어야 활 시험조건 둥이 명시

되어야 한다. 그 이휴는 만약 시험이 연속되거나， 지청된

검사 (Specified Inspection)불 요구하거나， 시험에 대하여

독립된 입중이 필요하면 다옴단계로 시험이 진뺑되기전 요구

사항률에 대하여 확씬율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 캘차셔에는 시험에 사용훨 장비에 대한 묵륙이 기륙획어야

한다. 륙청장비나 기구에 대하여 일련번호의-기입율 금지

하여 야 한다. 그 이유는 딴약 대체 장비률 사용하면 절차툴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제 설치된 장버률푼 얼련

변호률 과제 기룩문셔에 기륙하여야 한다.

(아) 실험 데이터는 칙첩 폼퓨터에 입력하여 회리합 필요가 없율

경우에는 데이터 s]leet 나 log book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셔에는 과제제몹， 날짜， 시간， 더}이터 기륙자와 사용자

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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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험결과에 대한 계산，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에 사용훤 컴퓨터

프로그램윤 톡립척인 검토률 하여야 한다. 컬토는 수학쩍인

청확성 뽑만 아니라 시험몹책파의 척합성， 데이터의 영향파

상호작용 등이 청확히 해석되었는가률 보아야 한다.

검토는 톡립책이며 기출쩍인 검토 (Independent Technnical

Review) 에 기출흰 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14) 륙정기기 (Instrumentation)

(가) 눈금이 청확하게 조정흰 기기라 할지라도 환갱과 사용차의

설수에 의하여 청확한 데이터촬 항상 얻올 수는 없다.

실체 중요한 것운-눈금이， 정확히 조정된 기꺼이며， 혹청값의

사용여뿌는 혹청의 불확실성， Random error, 시스템 에러 풍율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눈금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다몸과 같윤 사항이 기슐되어야

.한다.

0 눈금조청된 장비툴 사용하는 부셔의 책임사합

0 다륜기구와 연관흰 혹청의 불확철성

0 확청에 대한 폼질보증

0 륙정상태률 나타내늠 표식 (이 표식운 기기에 부확하여

기구의 청확성율 알수 있는 이력이 된다. )

(다) 눈금조정운 하나의 벌도조칙이 전체책으로 눈금율 초청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벌도조칙이 가질수 있는 권한으로는

다융과 같다.

0 초기 눈금의 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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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구의 상태， 북륙의 초청

o 눈금조청철차 인중

o 눈금조청，

o 데이터의 형가

위의 조칙혼 련한율 가지고 눈금상태에 대한 인충을 하여야

하며 기출척안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위와

같혼 별도 조칙이 없으면 조칙내의 유경험자가 위의 사항율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제리더는 기기의 관리가 찰되어 과채의 요구에 부합훨 수

있도룩 하여야 한다. 사용훤 기기는 과제 관련 문셔에 기혹

하여야 하며 눈금 조정 구간내애셔 사용훨 수 있도룩 하여야

한다-

(15) 보고

(가) 보고는 과제의 여건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척철한 보고

양식올 선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보고는 기술척으로

톱립된 검토 (Independent Technical Review)룰 수행하여야

한다-

(16) 과제기륙

(가} 셀험실에셔 행한 모둔 착업에 대한 문셔기륙운 매우 중요

하므로 과제 문셔철 (file) 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와 같운

사함으로는 획합시깐， 메모， 정보， 과체의 방향과 관계있는

사항， 데이터 혹윤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다.

(나) 다옴과 같운 문셔는 확업권한과 책입사항률이 기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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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파제책임자의 책임하에 찰 보존되어야 한다.

0 고객과의 의사전닿 사항 문셔

0 구매문셔

0 고책이 제공한 채료， 검사기륙문셔

0 셜계검토문셔

0 시험설비， 장비문셔

0 륙정기기의 조청， 검토문셔

o 컴퓨터 프로그램

0 절하셔， 모든 데이터 기북문셔

(다) 과제 관련 기록률윤 세부책으로 기몹이 되어 있어셔 나중에

추척이 가능하고 재생이 용이하도혹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표준 체계가 수립되어 검색이 용이하도룩

되어야 한다.

(17) 감사

( 가) 감사는 연구자가 실험실의 지첩에 따라 작업올 수햄 하였는

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감사의 수행과 보관 각 과제에 대하여 기준올 정하여 실시

하거나 홈계척 방법올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QA 부셔는 모든 과체에 대하여 감톱율 하여야 하며 세부척인

검토와 추기척인 감사톨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에 사용되는

챔검표 (checklist)는 요건 (requirements)과 지침셔에 따라

확성확어야 하며 모튼 감사에 사용훨 수 었도록 만률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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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매관련과 같운 보조시스템에· 대하여는 감사 관련 사항이

한정되어 있으며 감사툴 받는 사항에만 척용뭘 수 있도몹

첨검표툴 훈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캅사결파 보고는 고위 경형차에체 셔변요로 보고하여야 하며

서론， 중요결과에 대한 요약문， 결론， 권고사항 그러고 결파에

대한 셰부분석 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감사 데이터는 통계척으로 처리되어 감사 보고롤 얽는 사람이

결과의 충요성율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아) 천반척인 시스템 감사률 100% 수행하는 것운 시깐낭비이며

비효율척이 E로 보고된 데이터에 의하여 신뢰성올 알 수 있는

풍계척 샘풀링 방법으로 실시하논 것이 유용하다. 전반척인

시스템올 관리철차와 관계가 있으므로 첨검표훌 전체척인

철차률 다룰수 있도몹 반률어야 한다.

(자) 통계적 보고는 그래프나 숫자등올 이용하여 주요 겸향율 협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부척합 사항의 발견 정도는 사정조치에 코제 의존한다. 아추

심각한 부척합 사항윤 현재의 경향율 입충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불충분하묘로 바로 시청조치툴 휘하여 야 한다.

(카) 공급자 감사는 다른 설험철의 감사와 유사하게 추기척으로

강사롤 수행하여야 하며 챔검표(checklist) 는 공급차의 행위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기슐되어야 한다. 감사시 눈금조청에

대한 감사는 톡히 중요하다.

(타) 공급자 감사팀운 QA 감사자와 이 분야에 감사경험이 있는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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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성하는 것이 실험설에 유리하다. 이’와 같윤 구성운

천반척인 감사볼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에 신뢰감올 준다.

(파} 공급자눈 부척합사항에 대한 의견올 지청된 사깐내에 감사자

에게 봉보하여야 한다.

(하) 미미한 사항에 대한 시청조치 확인용 다융 청규 캅사시 칙천

까지 하치 않아도 되지만 충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휘하여 쳤는지 족시 확인하여야 한다.

(18) 훈련

(가) 폼캘프로그램율 설험실에 척용하기 위해셔는 고용추의 신념이

휠요하다. 이훌 휘한 방법으로는 폼질부셔가 의무책으로 교육

훈현 세버나률 실시하거나， 더 좋운 방법으로눈 고휘청명차가

아래 경영자에게， 경영자는 연구자에게 순차척으로 풍철교육율

시키는 ·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올 폼질프로그램이 경형차

차선에 의해 ').1 작휩올 보여추며 교육올 받올 연구자률은 교육에

대하여 많혼 의미툴 생각하게 된다. 여러 실험실윤 각자의·

지챔율 가치고 었지만 폼젤프로그램에 척합하채 켈차률 수럽

하여 연구롤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것율 알게 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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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ality Cost에 관한 연구

가. 품질보증과 Quality cost

신뢰성이 놓고 성놓이 우수하며 버용이 책게드는 제폼이 었다면

그렇지 않운 제폼파는 갱챙의 상대가 되지 않율 것이다. 품질보충이라는

용어툴 학자에 따라 조금썩- 다르게 풀이하고 었으나 이불 광의로 청의

한다변 ”신뢰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하며 책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폼율 만률어 이윤율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죽， 폼철보층이한 용어률 청의하는데 사용될 중심한어는 신뢰성(Re1iabi

1ity). 성능(Perfonnance), 비용 (Cost) , 제폼 (Product) , 이환 (Profit) ,

활동 (Activity) 둥이다. 따라셔 이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올 좋혼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품질보충도 자연히 성공척일 것이다. 그러나

신획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하며 어떤 활동이 많이 루입된 제폼율 만든다면

비용운 자연히 놓아지고 이융윤 책어질수 밖에 없으므로 비용과 이윤

이라는 충섬단어는 나쁜쭉의 의비툴 가지게 흰다. 따라셔 신획성이나

성능이라는 단어와 비용이나 이윤이라는 단어는 상호 배반척이다. 이러한

상호 배반척인 단어률율 어뺑게 찰 조화시키느냐 또는 각각의 충집단어

률율 좋폴 의미로 여하히 찰 발천시키느냐 하는 것이 학문으로서의 폼질

보충일 것이다. 이러한 환첨에셔 불 때 각각의 단어틀에 대한 연구와

상효 환련되는 한어률에 대한 연구가 수뺑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범위는

”비용 (cost)"으로만 한정하고 그림 2.3.1에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theme률 도표화 하였다. 측 그림 2.3.1의 도표에셔 가창 마지막에 위치한

중심한어 (Repairability, Reliability , Design adequacy ,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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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풍)가 각각 연구 theme에 해당되고 각 theme 상호깐의 관계도 연구

theme 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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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Cost-Effectiveness-Performanc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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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fe cycle cost와 Quality cost

Quality cost의 성쩍율 파악하기 위하여 우션 Quality cost의 종류률

알아툴 필요가 있다. 이롤 위하여 모든 cost툴 Life cycle cost라는 용어

로셔 도식화 하면 그림 2.3.2와 같이 된다. 흑 Life cycle cost한 어떤

제폼의 수명 cycle동안 소요되는 cost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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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 2.3.2에는 Quality Cost라는 채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Life cycle cost툴 다용과 같이 사용차 cost와 제조차 cost로 재분류하면

Quality cost의 추소불 알수 었다.

(1) 사용차 Cost

1) Operations cost + Support cost + Disposal cost

2) 역합

제폼의 인겨도에 명향율 마챔

‘ (2) 제조차 Cost

1) Acquisition cost

Z) Cost 구분

재발， 제착 관련 면건버， 재료비， 기타 경비

- 품질 관련 인건비， A/S 완천비용， 시험검사버，·기타 경비

• Qualit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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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uality cost의 구성요소

전항어l셔 본바와 같이 Quality cost는 체조자 cost어1 속하는 것으로

Failure cost와 control cost로 구성되어 있융율 알 수 있다. 이롤 홈터

셰분화하면 다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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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벌 산출내용 }

F-COST 처융후터 업무률 올바르게 수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륙， 형가， 처분 그리고 그같윤 결함에
대한 소비자 문제 풍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따르지

않은 것률과 환련훤 비용.

DF-COST 생산， 자재， 설치 빚 칙첩책인 제품의 폼질에

대한 품질수훈에 미달하여 발생되는 제반버용.

추외
에훈

용
수
비짧

챔재
의(짧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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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폼
체

제
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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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빼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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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

용

자
하
버

샘
댐
짧
행

調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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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COST I사용자가 사용충 제품의 폼철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처1반 비용 (보증기간 전.후의

불만회리， 현지셔버스 비용， 제폼책임 등)

OF-COST I영업활동 및 행정업무 마홉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 (수금지연， 납기미준수， 제공훌 초과，

SPEC 및 사양지 연 풍등)

A-COST I 고객의 요구대로 되어 있는지불 명가하기 위하

여 사용훤 검사， 시험 그러고 기타 다른 계획된
형가를 시도하기 위하여 소비흰 비용

P-COST I철계와 개발， 구매， 인사 그리고 제품이나 셔비

스왈 시확하고 창훌하는 분야에셔 불량폼율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된 모든 활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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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st의 욕성라.

기솔한 바와 같이 Quality cost는 Failure cost와 Control

cost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율 한 Graph 에 표시하면 다옵과 같다.

천항에서

To
。。

훨 TOlal
/_Quah t)'’

" Costs

/
}
r
:
υ
i
=
3”
=
。

lOO~

Go여
‘JU :l ht) Level\OO 'k

Defee’‘、e

보듯이 Failure cost는 Negative curve로 표시되고 control

cost는 Positive curve로 표시되므로 이 둘율 합한 Total cost에는 회져

점이 폰재하게’환다.

그림에셔위의

이 최처점이 갖는 의미룰 따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운 Productivity Index 라는 재념율 도입하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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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vity Output obtained Performance achieved
Index (PI) =

- PI =

Input expended

Q

L + K+ X

Resources consumed

PI Productivity Index

Q Output

L Input of Labor

κ Input of Capital Stock

X Input of Intermediate Product

Q
PI =

Le + Lf + Lp + La + Ke + Kf + Ka + Xe + Xf

L = Le (effective labor) + Lf (failure labor)

+ La (appraisal labor) + Lp (Prevention labor)

K= Ke + Kf + Ka

X= Xe + Xf

Q
- Plq =

Ie + P + A+ F

PIq : Quality Productivity Index

Effective Input : Ie =Le + Ke + Xe

Prevention Cost : P = Lp

Appraisal Cost : A = La + Ka

Failure Cost : F = Lf + Kf + 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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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6

녀a F

싱<1-2 A-P '_1 F

-+- ql tC q3

Defective Good Better Best

Q
Plq =

Ie + P + A+ F

위 그림에셔 q , 이 qι 로 향상하는 경우물 생각하면

Q
Plq ‘= <Plq z.

Ie. + P. + A. + F.

-
Q

Ie + (P l + AI + 6A I -~ + .61> t -:L) + (F , - M ,-,..)

조건 1. M , -~> f:)A I - ~+ & 1- 흑(곡선 륙성상 타당함)

2. Q= Co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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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q ;L• q 톨 의 경우률 보면
Q

Plq = > Plq;
Ie + P~ + A‘ + F~

Q
‘-

Ie + (P~ + Aι + 6A ~-3 + & ‘ -~) + (F~ -& ‘ - ') )

조건 1. AF~- 흘 < 6A~-~ + 6.p‘ -J

2. Q = Const

이률 종합하면 Plq I < Plq ... > Plq 'J 가 훤다. 측 Total Quality

Cost의 최저점에셔 Productivity Index (요율， 이익금 둥)가 최대로

된다. 이툴 다시 풀이하면 최대의 이획율 위하여는 폼질수준율

임의로 높이거나 낮추어셔는 아니되고 Total Quality cost가

최저로 되는 첨율 그 제폼의 품질수준 (Quality level)으로 설청

하여야 훤다는 의미이다. 다만 q ‘• q .일때 Q( 판매가， 판매수량

동)가 충가한다연 PIq .> Plq .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마. Quality cost의 최저챔올 찾는 방법

천함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익율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Quality

level율 Quality cost가 최저안 첨으로 결청하여야 되는데 이 최져첨율

찾는일이 현실척으로는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Quality cost의 각 구성

요소 비율이 변함에 따라 루입 cost의 변동이 linear 하지 않으며 실체로

루입된 Quality cost의 산훌도 회계상 명확히 계산훨 수 없기 때푼이다.

따라서 Quality level올 어떤 공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오핸

기깐의 data툴 모아 시행착오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행확오

법올 활용한다고 해셔 Zero Base에서 출발하는 것윤 현명치 않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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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현재 각 산업운야에셔 척용하고 있눈 Quality cost 의 구성비율율

우션척으로 척용하고 각 기업의 실청에 가장 척합한 구성 버융율 찾아

내는 방법이 효율척일 것이다. 이불 워하여 미국 추요산업에 대한 칙첩

폴질비용의 구성비율과 이익에 대한 칙첩 폼철비용의 구성비율율 표 2.3.1

및 표 2.3.2에 예시 하였다.

표 2‘ 3.1. 미국 추요산업의 칙첩 활질비용 구성 ( %)

산 업 예밤 평가 내부척 외환책

과오 과오

1. 장 식 9.9 54.1 32.2 3.8
2. 함 :go 13.7 54.6 28.6 . 3.1
3. 화 학 14.1 23.0 42.1 20.8
4. 쳐‘- 자 21. 2 44.6 26.7 7.5
5. 섬 % 10.5 34.5 39.2 15.9
6. 가 구 13.1 35.5 31.4 20.1
7. 거 구 16.6 29.2 24.5 29.7
8. 기 겨l 11.0 23.6 39.7 25.7
9. 우 주 22.5 57.1 15.9 4.5
10. 그다4f 6.5 24.0 48.6 20.9
11. 고무몇 2.7 15.7 64.6 17.0

프라스틱

12. 운 송 8.7 45.2 33.2 12.9
13. 명 구‘一 12.5 36.7 35.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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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미국 추요산업의- 수입에 대한 칙첩 폼질비용 바율( %)

산 업 합계 예방 혐가 내부척 외뿌척

과 오 과 오

1. 장 식 6.34 0.63 3.43 2.04 0.24
2. 항 공 4.54 0.62 2.48 2.03 1.00
3. 화 학 4. ‘82 0.68- 1.11 2.03 1.00
4. 쳐~ 자 10.38 2.20 4.63 2.72 0.78
5. 섬 유 4.85 0.51 1.67 1.90 0.77
6. 가 구 2.74 0.36 0.97 0.86 0.55
7. 기 구 7.25 1. 20 2.12 1. 78 2.15
8.' 기 겨l 4.44 0.49 1.05 1.76 1.14
9. 우 추 7.65 1.72 4.37 2.98 0.34
10. .=n1 강9" 6.13 0.40 1.47 2.98 1. 28
11. 고쭈빛 14.70 0.40 2.30 9.50 2.50

프라스틱

12. 운 송 3.89 0.34 1.76 1.29 0.50
13. 명 균 6.48 0.80 2.28 2.45 0.95

바. 원자력 산업에셔의 Quality cost 예측

전함에셔도 기술한 바와 같이 Quality cost률 산출 또는 예측한다는

것윤 현실척으로 쉬운일이 아니다. 륙흩l 양산쯤이 아년 경우 또한 원자혁

산업과 같이 꺼대한 조칙이 상호 관련올 가지눈 져1폼의 경우는 더육

어렵다. 그러나 켠척제롤， 예산면성 및 인원초칙의 구성 등올 위하여

Quality cost률 산출 또는 예혹할 필요성운 아추 칸철하므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푼야의 Quality cost툴 다음과 같이 여l록한다. 물론 과거의

Data률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변 이와 같윤 예혹운 불휠요 활 수도 있다.

여하픈 약간의 무리가 있으나 아래 표 2.3.3 및 표 2.3.4에 근거하여

원자력산업에셔의 Quality cost률 예혹한다.

- 167 -



표 2.3.3. 한국 제조기업의 폼질코스트

연도별 1981 1983

폼질코스트 용질코스트 폼질코스트

구분 제조원가 제조원가 매 훌 액

펑 균 치 7.94 % 7.21 % 5.47 %
중 위 수 6.15 5.99 4.50
최 소 치 0.1 0.4 0.1
최 대 치 30.0 40.0 30.0
표준 편~t 7.2 6.9 5.3
기업수 (0) (52) (97) (97)

표 2.3 .4. 미.일 에어컨 제조업체의 폼질코스트 비교

품질성파벌 폼질보충비용 총품질코스트

기업잡단 (매툴핵대비) (매훌액대비)

중위치 뱀 위 중위치 범 위

일본의 제조업체 0.6% 0.2-1.0% 1.3% 0.7-2.0%
미국의 최상 제조업체 1.8 1.1-2.5 2.8 2.7-2.8
마국의 중상 제조업체 2.4 1.7-3.1 3.4 3.3-3.5
미국의 혐균 제조업체 2.2 1.7-4.3 3.9 2.3-5.6
미국의 하위 제조업체 5.2 3.3-7.0 5.8 4.4 -7.2

1) 가정

- 표 2.3.3에셔 평균치를 원차력산업에 척용한다.

폼질보층비용운 표 2.3.4에 표시된 미국의 명균 제조업체에셔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2/3.9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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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치

총 매훌액/원천 1기， 수명기깐 x 5.47% x 56 % =총매출액 x 3.06 %

측 원천 1기의 수명기간중 판매되는 챈력비의 약 3%는 총 폼질보중

비용으로 불 수 있다. 한환 발전소의 건설로부터 폐기까지 총루자

금액의 50%툴 건설비용으로 본다면.총 금핵의 1. 5%는 건설 (설계，

제조 둥율 포함하는 팡의의 의미)에 관현흰 쯤철보층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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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QC 차쩍인층의 종휴 및 시험과 구비요건 고찰

가. 인중셔환 (쩨lat is certification ?)

인중셔는 ASQC (American Society of Quality Control)에 의혜셔

지청훤 body of knowledge의 중요성의 이해와 숙련정도촬 개안에게 입종

하여 주눈 것이다. 인충셔는 등록(registration)이나 영업허가(license)

는 아니지만 이와 동동한 자격올 가진다.

나. Why become certified ?

오늘날 셰겨l척으로 폼철경쟁운 생활과 훤리률 숙달서키는데 필요한

사실로셔 설철책연 폼겔관리는 많윤 획사에셔 추요한 관섬올 가지고

있으며 인증셔롤 보유함으로써 그 폼질의 우수함율 나타낼 수 있다.

인증율 받운 사람윤 Products와 Services의 폼철물 보증하는데 지식이

있숨율 입종하는 것이다. 125711가 념는 회사률이 이 지식올 가지고

있솜율 입충하는 ASQC 인종셔불 공식척으로 승인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인충자에제는 갱력의 인청과 장래 칙업에 대한 효과척인 후차라 할 수

있올 것이다.

다. 언증셔의 종류

(1) Quality Engineer

(2) Quality Engineer-in-Training

(3) Quality Auditor

(4) Reliability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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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chanical Inspector

(6) Quality Technician

라. 차격인층의 기볼구버요건

인층셔툴 받기 위하여 지훤하고자 하는자는 다용의 책당한 교육과

경력율 가쳐야만 한다.

(1) Quality Engineer

(가) 교육 빚 갱력

Quality Engineer 인중에 지원하려면 표 2-4-1 (Body of know

ledge) 에 명시훤 한분야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셔 8년 이상의 경력율

가져야만 한다. 이중 획소한 3년윤 의사결정기법， 전문지식 혹은

경앵에 대한 갱력이 었어야반 한다. 반일 지금이나 혹은 천에 ASQC 어l

의 하여 Quality Auditor 또는 Reliability Engineer 인층율 받고 나셔

Quality Engineer 인층에 지원했다면 그 갱력율 인청받율 수 있율

것이다. 만일 ASQC에 의해셔 인정훤 College , University , 또는

Technical School에셔 학위*툴 받았다면 8년의 경력 요구조건충

일부률 면제 받율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몰 다옵과 같다.

(only one of these waivers may be claimed)

o If you have certification from a technical or trade school-

One year will be waived.

o Associate degree- Two years waived

o Bachelor ’s degree- Four years waived

a Master's or doctor ’s degree- Five years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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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s/diplomas from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must be

equivalent to degrees from U.S. educational institutions.

( 나) Proof of Professionalism (전문성의 입충)

천문성의 입총운 다용 3가지 방법충 하나로 가능하며， 폼질

인증셔에 지원하려면 문셔로 요구확어 진다.

1) ASQC 회원， ASQC 의 외국학회 회훤， 혹은 또 다른 학회 측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or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의 회원

2) Registration as a Professional Engineer

3) ASQC 회원， 외국 학회의 회원， 혹은 또 다혼 전문학회에셔

인정된 회원으로서 품질분야 (quality sciences)에 종사한

차격올 입증 할 수 있는 2사람의 셔형 (signatures) 여 있어야

.한다.

(2) Quality Engineer-in-Training

(가) 교육

지원자는 ASQC에 의해셔 인정된 College 또는 University 로

부터 6깨월의 학위 혹은 Bachelor's 또는Advanced degree* 율 가져야만

한다.

* Degrees/diplomas from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must be

equivalent to degrees from U.S. educational institutions.

( 나) Proof of Professionalism (천문성의 입층)

천문성의 입충운 다옴 3가지 방법충 하나로 가능하며， Quality

Engineer-in-Training 인증에 지원 하려면 문셔로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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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QC 회훤， ASQC 의 외국화회 회원， 혹윤 또 따른 학회 측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or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lmology 의 회원

2) Registration as a Professional Engineer

3) ASQC 회원， 외국 학회의 획원， 혹윤 또 다문 전문학회에셔

인정될 회원으로셔 폼질분야 (quality sciences)에 종사한

자격율 입중 할 수 있는 2사람의 셔명 (signatures) 이 있어야

한다.

( 다) CQE Cerfitication (Certified Quality Engineer)

최소한의 CQE 겸력요건에 만쪽한 Quality Engineer-in-Training

운 CQE 시혐의 해당 부푼어l 지원활 수 있으며 Quality Engineer 가

될 수 있다‘

Education Experience Requirement

Bachelor’s degree 4 years

Master ’s degree 3 years

Ph.D. 3 years

Quality Engineer-in-Training에 승인훤 후 6년안에 Quality Engineer

계획율 끝마쳐야만 한다.

(3) Quality Auditor

(가) 교육 및 경력

Quality Auditor 인층에 지원하려면 다옴과 같은 척절한 교육과

표 2-4-8 (Body of knowledg) 의 한분야 혹운 그 이상의 분야에셔 8년

이상의 경력올 가져야만 한다. 이중 최소한 3년은 의사결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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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혹윤 경명에 대한 겸력이 있어야만 한다. Quality

Auditor에 척용되는 청혁윤 ANSI/ASQC Standard Q1-1986 "Generic

Guidelines for Auditing Quality Systems ," 에 청의되었으며 이

조건율 만쭉해야 한다. 추가로 ASQC에 의하여 지곰이나 천에 Quality

Engineer or Reliability Engineer와 인종율 받았으면 Quality

Auditor 언층에 지원할 수 있는 경력율 인정 받율 수 있다.

만일 ASQC에 악해셔 면정훤 College , University , 또는 Technical

School에셔 학위*률 받았다면 8년의 정력 요구조건중 월부율 변제

받율수 있으며 다융과 촬다. (오칙 한 환야에 대해셔만 면제 받율수

있다. )

o If you have certification from a technical or trade school-

One year will be waived.

o Associate degree-Two years waived

o Bachelor's degree-Four years waived

o Master ’s or doctor’s degree-Five years waived

* Degrees/diplomas from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must be

equivalent to degrees from U.S. educational institutions.

( 나) Proof of Professionalism (전문성의 입층)

천문성의 업종혼 다융 3가지 방법충 하냐로 가능하며， 포함훤

Quality Auditor 띤충에 지훤하려면 문셔로 요구되어 진다.

1) ASQC 획원， ASQC의 외국학회 회원， 혹은 또 다혼 학회 확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회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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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istration as a Professional Engineer

3) ASQC 회원， 외국 학회의 회원， 혹윤 또 다를 천문학회에서

인청된 회원으로써 풍철분야 (quality sciences)에 종사한

자격율 입충 할 수 있는 2사람의 셔명 (singatures)이 있어야

한다.

(4) Reliability Engineer

( 가) Proof of Professionalism (전훈성의 입층)

천푼성의 업종혼 다융충 1가치률 제훌하여야‘ 하며， Relia

bility Engineer 인충에 지원하려면 문셔로 요구되어 진다.

A. ASQC 회원 입충윤:

1. 회원층의 사본 챔부

2. Welcoming letter 사본 챔부

3. 수수료촬 포함한 회원지원셔의 제툴

B. 기타 천푼학회 회원 측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c. 의 회원의 t 입중운 :

1. 회훤총 사본 첨확

2. 인층셔 사본 챔부

C. Professional Engineer 둥록의 입종윤 :

1. 회원총 사본 챔부

2. 인총셔 사본 첨부

D. ASQC 회원 , 혹올 또 다른 학회툴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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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and Technology Inc. 부속기 관， 혹운 ASQC 인중

위원회의 재향에 의해 능력이 인정된 기계학회로 부터 천문까로

업종활 수 있는 2 사람의 셔명.

(나) 교육 및 경력

업층에 요구훤 품질분야에 대한 경력을

A. 8년의 폼질분야 경력충 3년윤 Reliability Engineer로 decision

making reliability function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B. Education Waive:*

ASQC에 의해 만쭉하게 인정된 Colleges 또는 Universities 의

학위*가 었다면 요구훤 폼철분야 경력중 일부올 변제받율수 있다.

(only one can apply):

1. Masters Degree-Five years

2. Bachelors Degree-Four years

3. Associate Degree-Two years

4. Certificate for a quality technology program from a

community college or vocational school- One year

* Degrees/diplomas from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must be

equivalent to degrees from U.S. educational institutions.

(5) Mechanical Inspector

( 가) Proof of Professionalism {전푼성의 업종)

천문성의 입증운 다옴 충의 하나롤 제훌해야만 하며， Mechani

cal Inspector 인중에 지원하려면 문셔로 요구되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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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ASQC 회완의 증명올

1. 회원증의 사본 챔환

2. Welcoming letter 사본 첨부

3. 수수료률 포함한 회원지원셔의 제롤

B. 또다문 천훌학획 회원 륙 A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c. 의 회원의 입충혼 :

1. 회원총 사본 챔후

2. 인충셔 사본 챔부

C. Professional Engineer 등북의 업종윤 :

1. 회원종 사본 챔부

2. 인중셔 사본 첨부

D. ASQC 회원 , 혹운 다른 학회 즉 American Association of Engi

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

neering and Technology Inc. 부속기관， 혹폰 ASQC 인중위원회의

채량에 의해 능력이 인정훤 기계학회로 부터 천문가로 업중할 수

있는 2 사람의 셔명 (Signatures) .

(나) 교육 및 경력

인층에 필요환 폼질분야의 갱렵운

A. Mechanical Inspection 이나 이와 관련된 분야 2년의 경력

B. 고등학교 졸업종셔 대신에 관련 경력이 3년 추가

C. 경력율 입증할 수 있는 캄톱환의 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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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uality Technician

(가) 교육 및 경혁

Quality Technician 인충에 지원하기 위해셔는 폼짚분야 혹윤

이와 관련환 환야에 4년의 청혁율 가져야만 한다.

ASQC에 인정된 College , University 로 부터 다옴파 같혼 학위

(degrees*)률 받았다면 4년의 경력충 일부툴 변쳐1 받올 수 있다.

(오칙 한 분야에 대해셔만 면쳐l 받물 수 었다. )

o If you have a bachelor’s degree-Three years will be waived.

o Associate degree-Two years waived.

o Certificate through the Quality technology program of a

community college or vocational school-One year waived.

* Degrees/dip~omas frqm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must be

.equivalent to degrees from U.S. educational institutions.

( 나) Proof of Professionalism (천문성의 입증)

천문성의 입층윤 다옴 3가지 방법중 하나로 가능하며， Quality

Technician 인충에 지원하려면 문셔로 요구되어 진다.

1) ASQC 회원， ASQC 외 외국학회 회원， 혹플 또 다문 학회 측

~merican Associa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또는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1‘echnology 의 회원

2) Registration as a Professional Engineer

3) ASQC 회원， 외국 학회의 회원， 혹윤 다륜 천문학회에서 인청흰

회원으로셔 폼철분야 (Quality sciences)에 종사한 자격올 입증

할 수 있논 2사함의 셔형 (Signatures)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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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충시험

모툰 인충시험윤 1년에 2회 셀시되며， 축 6훨초， 12훨초에 갤시되는

시험혼 Quality Engineers. Quality Engineer-in-Training, and Quality

Auditor이며 3월초와 10월중순에 실시되는 시험운 Reliability Engineers ,

Quality Technicians , and Mechanical Inspectors이 다. 모픈 시험을

open book이며 multiple-choice questions로 구성되어 있다. 각총 환련

자료나 계산기툴 사용할 수 있스며 이에 대한 자셰한 사항온 "Taking the

examination" 에 나와 있다.

Takin~ the examination

시험중 사용활 수 있는 판련 자료는 무엇인가 ? (What reference ma-

terials may I use during the exam ?) 모든 인종시험운 open-book 이며

지원자률운 시험장안에 관련 차료를 가쳐오는 것이 허확되어 진다.

시험중 사용할 수 없는것과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제약 조건률이 었다.

초천률폼 다옴과 활다.

0 시험에 관련 책자 북혹윤 ASQC어l 의하여 훌판된 관계 셔책 북몹만

허락되어 지며 ASQC 인충시험에 가지고 갈 수 있다.

0 벌줄율 긋거나 (Underlining) , 강조훤 것 (Highlighting) , 혹운

추석율 달운것 (Notation) 그련 책률운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중

그련것올 사용하는 사람윤 부척임자로 인정한다. (설격시킨다)

0 각 수험자들윤 감톡환에게 모든 관련 자료활 이용할 수 있도혹

혀확받아야 하며 그러면 시험에 용락할 수 있울 것이다.

0 시험에 어떠한 계산기도 사용할 수 았으며 시혐의 Physical

arrangement‘나 Require special facilities 혹은 다른 수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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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율 주게 사용할 수는 없다. 모틀 안쇄훤 테이프는 시험전.

후에 념겨추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천자 기억장치 (electronic

memories) 는 시험천.후에 깨끗하게 지휘야 한다.

단 계산기는 해당되자 않는다.

시험에 대비하여 훈비하여야 할 주요사항운 다융과 같다. (Can you give

me any advice about taking the examination) 일반책으로 ASQC 인충

시험에 척용되는 규칙운 어떤 다톰 형태의 표준화 시험에 척용되는 것파

같다.

0 미리 미리 철 준비해라. 지원할 때 까지 기다리지 팔고 북습올

서확하라. 교육과 경력올 신뢰한다변 시험보기 위해 준비하는데

주당 10시간율 필요로 할 것이다.

0 최소한외 교육파 경력이 있다딴 Body of Knowledg의 북숨과 해당

분야의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0 시험보기천 마지막주 동안에는 이미 공부한 해당분야의 일반척인

(천반척인) 북습에 시간율 할애해라. 마지박 순간에 벼락공부롤

하지마랴.

0 시험보기전 며철윤 모든 관련 자료롤 순셔대로 정리하라. 환련

자료룰운 시혐의 각착 분야벌 정보에 따라 관련하여 알 수 있도확

정리하고 예비 건천지와 포켓용 계산기와 지우캐롤 충분하게 훈비

하여야 한다. 시험중에는 어떤한 자료률도 같이 쓰는것이 허확확치

않는다.

0 시험천날은 충분한 휴식율 취하라. 시험천의 휴식과 방섬않는 것플

마지막 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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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시험천 최소한 30분전에 시험장소에 도확활 수 있도북 활발시깐율

계획하라. 그러변 첨컵할 수 있는 기회와 시험 시작천에 자리활

정할수 었다.

0 시험올 시착하기전에 주의사항올 얽어라.

0 시험이 시작되면 쳐융부터 끝까지 질문과 문제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간 훈영율 질문에만 소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쉬운 문제부터 완성하고 다옴 문제로 넘어가며

폴리지 않는것은‘ 남겨둔다. ，시험운 오칙 정확한 당의 수에 의해셔만

첨수가 되며 청확한 답의 수에셔 롤린탑의 수률 빼지는 않는다.

답안지에 쓰기컨에 모든 탑을 점검하여 답안지에 착성한다.

모든 시험운 영어로만 구성되어 었다. 지원셔는 시험보기 2달천에 체활

하여야 하며 청확한 시험날짜와 원셔 마감일윤 자원셔에 명시펀다.

재시험은 원래의 시험과 다르다. 시험윤 북사나 문제률에 대한 감톡차

률에게 어떠한 질훈도 업격하게， 금지되며 시험지로 인정받지 않는 북사가

발견되면 수험자는 시험 부척격자로 인정되며 ASQC로 부터 인층받지 못할

것이며 서험에 대한 내용은 다용과 같다.

(1) Quality Engineer

- Engineering principles... (3 hours)

- Engineeri~g applications (3 hours)

로 철시되며 시험의 내용과 예제는 표 2-4-1(Body of Knowledge)

표 2-4-2 (Study guide) 참조.

(2) Quality EngiQeer-in-Traing

Quality Engineer 시험의 principles 부분만 보며 자세한 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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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Engineer와 같다.

(3) Quality Auditor

- Audit principles (2 hours)

- Audit applications (3 hours)

로 실시되며 시험의 내용과 예제는 표 2-4-1 (Body of Knowledge) ,

표 2-4 ‘ 2 (Study guide) 참조.

(4) Reliability Engineer

사협올 5시간 시험올 보며 시험의 내용과 예체눈 표 2-4-5 (Body

of Knowledge) , 표 2-4-6 (Study guide) 참조.

(5) Mechanical Inspector

사험시간은 거의 4시간 이며 시험의 내용과 예제는 표 2-4-7

(Body of Knowledge) , 표 2-4-8 (Study guide) 참조.

(6) Quality Technician

시혐의 내용파 예쳐l논 표 2-4-9 (Body of Knowledge) , 표 2-4-10

(Study guide) 참조 .

바. The Application Process

(1) 지원방법 (How do I apply for certification ?)

North America에 사는 사람이 지훤할 경우는 정확한 수수료률

지원셔와 함께 동봉하여 ASQC 본부에 제출하고 North America 이외에

거추하는 사람은 원셔마캄천까차 지부로 보내야 한다. 만일 모든 수수

효툴 지불하지 않옹 지웬자는 시험에 용시할 수 없다. 훤셔마감후에

도착된 지원자는 다옵시험 스케줄에 융시 할 것이다. 만일 AS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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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혹윤 company롤 롱하여 인종받기롤 원한다면 지원셔툴 원셔

마참 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SQC의 회원이 아난 개인윤 인중셔률

받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비회원 지원자률온 비회원 인충수수료를

지불하면 1년에 1번씩 자동척으로 ASQC 회원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시험윤 같윤 지원셔와 시험수수료흘 낸다. 모둔 수수료는 u.s.

dollors 로만 지불 가농하다.

(2) What if my application isn ’ t approved ?

만일 교육과 경력이 톱청 앤중시험에 부책당하면 인충부셔와 캡혹

하여 원셔수수료 일부롤 환불받율수 있올 것이다. 원셔수수료롤 포함

하여 20 홉올 환불받차 못한다. 인중시험율 1번 치룬 사밤운 웬셔수수

료를 환불받지 뭇한다.

(3) Where may I take the exam?

시험온 ASQC 부속이나 외국 인중지부에 의해 치루워진다. ASQC

부숙 북확몰 brochure 에 포함되어 있다. 지원셔에 척당한 시험창소률

물율수 있율 것이다. 가능하다면 ASQC은 시험장소훌 지정해 줄 수

있율 것이다. 지청이 불가능하다면 ASQC는 가장 가까훈 책정한 장소툴

지정할 것이다. North America 이외의 처역에 거추한다변 ASQC 본부나

저부는 시험날짜 약 2주천에 시험장소률 홈보하여 줄 컷이다.

(4) 예lat if I miss a scheduled exam ?

만일 약간의 이유로 제시간에 시험올 롤수 없다면 측사 ASQC 본부나

i ’ 쳐부로 통보해야만 한다. 용보가 시험일천 셔변으로 5일천에 몽보되었

다면 부땀곰없야 다융 스케줄 시험에 다시 시험보는 것여 혀확훨 것이다.

만일 통보가 시험천이라 하더라도 시험전 5일 보다 지난 시간에 ASQ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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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보되었다면 채시험에는 30$ 의 수수료훌 지불해야 활 것이다. 예고

없이 시험에 용하지 앓았다면 재시험때 불참금 수수료 40$올 치불해야

활 것이다. 어 수수료는 시험에 웅시 않았는지나 ASQC 본부에 통지가

찰뭇훤 것올 척철한 이유셔를 제훌할 수 었다면 휘소 될 수 있다.

(5) 싸lat if I live in a foreign country ?

만잎 United States , Canada, or Mexico 이외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변 떤충시험운 ASQC 와 협청한 외국 인층지부에셔 불 수 있다. 외국

인중지부는 천문학획 (Professional soceieties) , Government Organiza

tions , 혹폼 Educational Institutions일 것이다. ASQC는 전 인층지부나

. North America 이외의 나라에 인층율 제공하지 않는다.

ASQC 본부는 각 나라에 인충시험올 제공할 수 었는 외국 인총지부의

명한과 추소률 제공할 수 있다. 지원자는 ASQC 본부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인증지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험은 ASQC Policies 와 Procedures

엌해 인층지부에 의해 치루어지고 연증셔는 인증 Program에 의하여

ASQC의 인층지부 경영 대리인에 의하여 지원차에게 성공척으로 배부되어

진다.

사‘ 시험준비기깐과 내용

시험준비기간운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율 훈다. 시험준비 내용올

각 인중요구조건 (Body of Knowledge , Study guide or The Bibiliography}

률 참조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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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험후 관리

시험이 끌안후 8추안에 시험결과툴 셔면으로 몽보받올 것이다.

ASQC는 시험결과률 측시 흉지하며 결파는 전화로 알려주지는 않율 것이다.

가능한 모든 결파툴 지원자률에게 져I공활 것이다.

시험이 끝난후 ASQC 본부는 대리인으로 부터 챔퓨터 채점과 분석율 밭는다.

분석된 기초 쩔파로 부터 인종위원회눈 zl" 사혐의 합격선올 결청한다.

합격선올 미리 결정되지 않으며 시험 합격자수는 고청되지 않는다. 폴운

풍계치에 따라 각 부분의 합쩍청율 톱럽척으로 청한다. 강조하자면 가변

성이 있는 시험올 일청불변 (균풍성)이 있게 보증하기 위한 조절이다.

수험자 그품의 변이성은 또한 청휘하는 것이다. 시험의 완천한 챔수와

분석의 비벌운 객관척인 명챔율 보증하가 위하여 유저된다. 시헝 결파툴

셔면으로 통보받으며 오칙 시혐의 성패만올 알수 었올 것이다. 점수는

결로 알려지지 않는다. 결과의 컬퓨터 분석윤 ASQC 부셔에 그률의 훈현

코스 (Training courses)에 이용， 사용되도록 공급되어 진다. 시험후 2달

안에 인중위원획로 부터 인종셔 번호가 보이논 Wallet card 하나툴

촉전과 함께 받게 휠것이다. 얼마후에 척철한 인층셔롤 받게 훨 것이다.

ASQC부의 의장몰 성공율 연청 할 수 었는 Section 어l 이용이 추어지고

인청훤 이륨은 "Q"에 등확훨 것이다.

만일 시험에 실때했다면 재시도가 허락되어진다. 시험결과롤 3휴룹으로

분석되어 통보받으면 그부푼에 중점율 추어 공부툴 해야한다. 재시험의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매시험의 수수료는 30$ 로 마쳐막 시험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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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시험추기 (18 months) 안에 재시험올 치루워야만 한다.

시험후에 특벌한 요구가 없눈한 롱지하지 않는다. 인증에 관한 정보는

수험자의 셔변요구률 제외하고는 3부분에 대하여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시험결과는 엄격히 비빌올 보장한다.

Quality Engineer , Reliability engineer, 또는 Quality Auditor에 인증

되었다연 인층셔환리 Program에 따라 "Maintenance of certification 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 Program에 따라 3년 마다 재인종 받아야 되며

회초의 인증일로 부터 3년되는 해에 시학된다. 3년이 경과한 후 15

Recertification units의 축척에 휘해 재인증 환다. Recertification

units은 인증서 분야의 전문고용， The body of knowledge 교육의 계속

적인 창여 , Technical Conference의 창석 , Symposia , Workshops , and

Section meetings의 참석 , The body of knowledge의 쿄육， The body of

knowledge 에 항목 (조합)들의 발표 빛 논문발표 그리고 또 기술율 보폰

하눈데 또 다른 행위에 주어진다. 만일 Recertification cycle 3년

동안에 15 Recertification units률 만쭉하지 뭇하면， 척철한 시간에

척철한 인증시험올 통하여 인종셔률 유지할 수 었다. ASQC 본부는

Recertification 의 의무에 관하여 인종자에게 상가 시킬 것이다.

ASQC 인증에 용시했올때 자원자가 인종되었다면 ASQC Code of Ethics 에

따른 다른 셔명율 제출해야만 한다. The Code of Ethics는 모든 ASQC

회원과 Certificate l101ders율 Binding하고 품질전문가의 책암과 의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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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안종받윤 사람윤 전문척인 의무에 길잡이 (안내셔)로 메le

Code of Ethics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ASQC 인층셔는 License가 아니 다. 그것률운 body of knowledge

규정에 숙달된 것과 동등한 얀청율 갖는다‘ 실수를 피하기 워하여

인층위완회는 인층받운 사람에게 한하여 그틀의 인종셔에 륙기할 만한

사항율 권고한다. (기채한다. )

측 !’ASQC Certified Quality Engineer" 또는 !’ASQC Certified Quality

Engineer-in-Training" 등

자. 취 소 (Revocation)

ASQC 는 신입장올 위조하는 행위， 비완el척인 행위 등이 있으변

인종서의 통용차격이나 정식인증올 휘소한다. 그런 행동은 인중위완회

강령이나 ASQC 부셔 책임자 혹운 ASQC 지명자 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진다.

이런 경우에 햄위차에게 행위에 대한 벌칙이 부과될 것이다. ASQC Code

of Ethics (표 2-4-11) 의 사본올 모든 인중차에게 툰다. 인중셔에 지원

자의 개인 처명 처약올 확인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차. 컬 본

오늘날 셰계척으로 폼질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고 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었는 시점에 비추워 국제척으로

인청받올 수 있눈 ASQC 각 분야에 대하여 인증올 받아 국내 원자력

싼업에 신뢰도툴 높일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ASQC 각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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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총운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폼질에 대한 겸혁과 신뢰도에 대한

인정이며 장래에 대한 효과척인 후자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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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Body of Knowledge (1)

I. Fundamental Concepts of Probability, Statistical
Quality Control , and Design of Experiments
A. Fundamental Concept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1. Present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2. Principles of Probability
3.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s
4. Continuous Distributions
5. Functions
6. Sampling Distributions
7. Statistical Inference
8.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B. Statistical Quality Control
1. Some Objectives of Statistical Quality Control
2. Control Charts
3. Acceptance Sampling

C. Experimental Design
1. Basic Concepts Applying to All Experiments
2. One-Factor Experiments
3. Two or 에are Factor Experiments

II. Quality Planning, Management , and Product Liability
A. Total Quality Control Concept
B. Establishing Quality Guidelines
C. Budgeting for Quality
D. Building Quality into Design
E. Procurement Quality Function
F. In-Process and Finished Product
G. Inspection and Test Planning
H. Nonconforming Material
I. Customer Complaints
J. Education and Training for Quality
K. Product Liability Law and Prevention

III. Metrology , Inspection t and Testing
A. Metrology
B. Inspection an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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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Body of Knowledge (2)

IV. Quality Cost Analysis
A. Definitions of Quality Cost Areas
B. Planning a Quality Cost Program
C. Cost Data Collection and Tabulation
D. Trend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E. Business Reports to Management
F. Frequency of Defects vs. Quality Costs
G. Implementation of a Quality Cost Program
H. Quality Cost Improv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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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Reliability , Analysis
A. Definitions of Quality Cost Areas
B. Product Design , Development , and Production
C. Maintainability
D. Product Safety

VII. Quality Infonnation Systems
A. Planning the System
B. Accuracy and Precision
C. Recording Forms
D. Use of Charts
E. Storage and Retrieval of Data
F. Electronic Data Processing
G. Computer Software

VIII. Motivation and Human Factors
A. Quality Motivation of Employees
B. Human Factors Approach
C. Motivation , Workmanship
D. Basic Principles of Industr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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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Study Guide (1)

Principles Portion-Category I
’ ‘

1. When finding a. , confidence'·interval for the mean based
on a sample size of n,
a. increasing n increases the length of the confidence

interval.
b. having to use sx instead of n decreases the length

of the interval.
c. the longer the interval , the better the estimate of

the mean.
d. increasing n decreases the length of the interval~

Category II

1. Classification of defects is most essential as a prior
step to a valid establishment of
a. design characteristic candidates for review.
b. vendor specifications of critical parts.
c. process control points.
d.'economical sampling inspection.
e. a product audit checklist.

Category III

1. In the linear measurement , what overriding considera
tion should guide the Quality Control Engineer in
specifying the measuring instrument to be used ?
a. The ability of the instrument to be read to one

decimal place beyond the places in the base
dimension or tolerance.

b. The ability of the instrument to meet the , rule-of
thumb.

c. The ability of the instrument-inspector system to
obtain the necessary correct information at minimum
overall costs.

d. The combination of base dimension and tolerance as
it relates to measurement error.

- 191 -



표 2-4-2. Study Guide (2)

Category IV
1. The quality cost of writing instruction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and testing should be charged
to
a. prevention costs.
b. appraisal costs.
c. internal failure costs.
d. external failure costs.

Category V
1.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a checklist in 뻐

"in-process" audit is to
a. assure that the auditor is qualified.
b. obtain relatively uniform audits.
·c. minimize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audit.
d. notify the audited function prior to the audit.

Category VI
1. Reliability predictions are often expressed in terms of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or its reciprocal , the
a. Failure Mode.
b. Failure Rate (percent per 1000 hours , units per 100

cycles , etc.)
c. MITF (Mean Time To Failure).
d. Service life.
e. None of tllese

Category VII
1. Which of the following elements is least necessary to

a good corrective action feedback report ?
a. What caused the failure
b. Who caused the failure
c. What correction has been made
d. When the correction is effective
e. What system deficiency allowed the error to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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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Study Guide (3)

Category VIII
1. When considering human motivation in solving quality

problems , it is mos timportant to recognize that
a. individuals have wants.
b. individuals have basic needs.
c. individuals have different levels of needs.
d. individual motivation is of little concern in

quality problem solving.

Applications Portion-Category I
1. If the probability of success on a single trial is 0.3 ,

and two trials are performed , what is the probability
of at least one success ?
a. 0.910
b. 0.410
c. 0.510
d. 0.490
e. 0.030

Category II
1. The most desirable metllod of evaluating a supplier is

a. his,tory evaluation.
b. survey evaluation.
c. questionnaire.
d. discussion with quality manager on the phone.
e. All of the above.

Category III
1. Which of the following need not appear on the calibra

tion label on a unit of measuring ~ld test equipment ?
a. Data the unit is due for calibration
b.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cali

bration
c. Identification of the calibrating organization
d. Instrument error found during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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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Study Guide (4)

Category IV
1. The percentages of total quality cost are distributed

as follows: Prevention 12 %. Based on tllis data alone
we can conclude
a. we should invest more money in prevention.
b. expenditures for failure are excessive.
c. the amount spent for appraisal seems about ri빙lt.

d. nothing.

Category V
1. During the pre-award survey at a protential key

supplier, you discover the existence of a Quality
Control Manual , This means
a. that a quality system has been developed.
b. that a quality system has been implemented.
c. that the firm is quality conscious.
d. that the firm has a quality manager.
e. All of the above.

Category VI
1. Apopulation of repairable components (haveing an

exponential of life) has 뻐 MTBF of 100 hours. What
fraction op the components would fail if the population
is operated in a 100 hours mission?(Failed components
are not replaced.)
a. 50 %
b. 37 %
c. 63 %
d. 83 %

Category VII
1. The management team is establishing priorities to attack

a serious quality problem. You are requested to establi
a data collection system to direct this attack. You use
which of these general management rules to support your
recommendations as to the quantity of data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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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Study Guide (5)

’ a. You have compared the incremental cost of additional
data with the value of the ·infonnation obtained and
stopped when they are equal.

b. Your decision corresponds to the rules applicable to
management decisions for other factors of production.

c. Your decision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and cost.

d. All of the above

Category VIII

1. The Quality Engineer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human
factors of a new piece of in-house manufacturing equip
ment as well as its operational effects because
a. it may speed' the line to the point where a visual

operator inspection is impossible.
b. it may require the operator ’s'undivided attention at

the controls so the product cannot be fully seen.
c. it may remove an operator formerly devoting some

portion of time to imspection.
d. All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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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Body of 뻐lowledge

‘The following is an outline of the topics that compose the
Boty of Knowledge for generic Quality Auditing.

I. Audit PrincIples
A. Definitions of Audit Terms
B. Purposes and Objectives-Types of Audits
C. Specific Types and Applications of Audits
D. Audit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ies
E. Organizational Utilization of the Audit Function
F. Staffing and Training the Audit Function
G. Audit Scheduling
H. Audit Program Evaluation
I. Principles of Operations Management

II. Audit Applications
A. Establishing Valid Audit Standards for the Audit

Project
B. Conducting the Audit Project
C. Reporting the ’ Audit Results
D. Using Audit Reports and Data
E. Special Concerns for Systems and Procedures Audits
F. Special Concerns for Process Audits
G. Special Concerns for Product Audits
H. Special Concerns for Supplier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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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Study Guide (1)

Principtes Portion

1. Design reviews should
a. be formal , scheduled , .and documented
b. be held when there are design problems
c. be held infonnally between the design engineer ~ld

the engineering supervisor
d. involve a maximum of four people in order to be

manageable

2. The audit organization is expected to assure the
quality of audits by
a. documenting and implementing a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the audit service function
b. using only fully qualified auditors
c. supervising auditors
d. a and c above
e. a, b, and c above

Applications Portion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
tion for deciding whether the frequency of audits
sh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a. Activities that demonstrate satisf ~tory adherence

to program requirements don't need to be audited as
often

b. There is a change in the organization or program, a
reduction in quality levels , or a change in requirem

c. The frequency of audits should not be increased or
decreased once they are established

d. There has been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volume
of business

2. The quality assurance manual should be reviewed to
determine that requirements

a. it has adequate provision for control of calibration
records

b. it complies with the purchase order or contract

- 197 -



표 2-4-4. Study Guide (2)

c. it includes all data called out in the purchase order
d. it provides complete detail as to tlle responsibili

ties of all job functions covered

3. In performing all types of audits , auditors must keep
in mind that their observations are the result of
a. opinions on the part of the auditor.
b. bias on the part of the auditee.
c. sampling of a population.
d. infonnation from a hostile environment
e. careful judgment in balancing sensitiv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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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outline provides a list of the topics that
comprise the body of knowledge for Reliability Engineering

I. Basic Principles , Concepts , and Definitions
A. Desi명1 Reliability , Specifying Reliability , Test for

Reliability

II. Management Control
A. Systems Effectiveness

III. Prediction , Estimation , and Apportionment Methods
A. Mathematical Prediction Methods

IV. Failure 센ode ， Effect , and Criticality Analysis
(Hardware and Software)
A. Criticality Analysis

V. Part Selection 뻐d Derating
A. Evaluation of Parts for Reliability

VI. Reliability Design Review
A. Check Lists-Follow-up-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

VII.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A. Maintainability-Preventive and Corrective

VIII. Product Safety
A. Contingency Analysis

X. Reliability Testing and Planning
A. Objectives-Detect Modes of Failures , Verify Failure

Rate , Verify Specification Requirements , Monitor
Reliability Trends , Demonstration , Qualification

XI. Data Collection , Analysis , and Reporting
A. Recording and Processing

XII. Mathematics Models
A. Normal Curve and Log Normal

- 199 -



표 2-4-6. Study Guide

1. What factor is a consideration in systems effectiveness?
a. Systems cost-including costs of development , pro

duction , operation , and maintenance
b. , Operational readiness-the ability of a system to

perfonn when called upon to do so
c'. Systems perfonnance-the ability of a system to ac

complish its mission
d. All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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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a life test of 4 batteries , failures were observed
after 10, 30 and 40 hours. The 4tJl battery was tested
75 hours without failure , at which time the test was
tenninated. An estimate of meantime-to-failure (e)
and failure rate ( λ ), respectively is
a. e = .019; A =52
b. (] = 27; λ :: .038
c. e = 52; A. :: .019
d. C뻐not deteπline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4. One of the major causes of component failure can be ex
plained by the theory that the rate of chemical reaction
doubles for each 10 0 C rise in operating temperature.
맘lis is kno베I as the
a. Planck Law.
b. Pareto Law.
c. Pascal Law.
d. Arrhenius Law.
e. Poiss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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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Body of Knowledge

The following outline provides a lis tof the topics that
comprise the body of knowledge for Mechanical Inspection.

I. Technical Mathematics
A. Picking and using correct formulas

II. Blueprint Reading
A. Reading and interpreting a working blueprint

III. Inspection Tools and Equipment
A. Measurement techniques

IV. Materials and Processes
A. Identifying typical defects invarious material

types

V. Inspection Planning
A. Basic concepts and objectives

VI. Inspection Technology
A. Need ~ld function of inspection

VII. Statistics
A. Objectives of statistical quality control

VIII. Sampling and Sampling Plans
A. Lot by lot protection and average quality pro

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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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Study Guide (1)

Quality

1. Adjusting an instrument or device to a standard is
called
a. attenuation
b. angulation
c. correlation
d. calibration
e. standardization

Sampling

1. The maximum percent defective that , for purposes of
sampling inspection , can be considered satisfactory as
a process average is the
a. AOQ
b. AOQL
c. AQL
d. ALQ
e. None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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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rint Interpretation

1. Arrowheads are used on a drawing in many applications.
One of the applications is
a. break lines
b‘ center lines
c. object lines
d. cutting plan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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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Study Guide (2)

Geometric Tolerancing

1. What is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 of the reference
plane?
a. Hardness
b. Hei행t

c. Squareness
d. Fla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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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s

1. The diameter at the root of a screw thread is known by
what standard term?
a. Thread groove diameter
b. Minor diameter
c. Root di~neter

d. Addendum

Heat Treat

1. When checking a hardness tester for calibration , how
many readings should be taken on a master and averaged
for comparison to the master specifications?
a. 7
b. 10
c. 2
d. 3,discarding first reading and averaging the oth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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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용 . Study Guide (3)

Surfac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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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1. Measurement gaging is preferable to go-no-go gaging in
some applications because
3. it is more scientific
b. it provides the most information per piece inspected
c. it requires greater skill
d. it requires a larger sample than gaging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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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Body of Knowled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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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ality Control Concepts and Techniques

A. ’Total Quality Control Concepts
1. New desi맹1 control
2. Purchased material control
3. Product and process control
4. Special processes control
5. Work elements of quality systems

B. Class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nd Nonconformances
1. Purposes
2. Differences
3. When accomplished
4. Why accomplished

C. Detennination of Inspection Points and Methods
1. Purchased material
2. Work in process
3. Final inspection and test
4. Shipping inspection
5. Documentation methods

D. Inspection Methods
1. 100 % inspection
2. Different types and methods of sampling
3. Nondestructive testion and examination
4. Destructive testing

E. Nonconforming Material Control
1. ldentificaion and segregation
2. Materials review principles
3. Dispositions
4. Corrective action and recurren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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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Quality data
1. Purposes
2. Uses
3. Analysis
4. Application to problem solving

2. Fundavmentals of Practical Statistical Methods

A. Presentation , Description , and Analysis of Data
1. Frequency distribution of data , normal , bimodal ,

skewed
2. Measurement of central tendency
3. Measurement of variation
4. 애easurement of correlation

B. Sampling Distributions
1. Mean
2. Variance
3. Proportion
4. Range
5. Normal
6. Poisson
7. Binomial
8. Pareto

C. Statistical Inference
1. Universe vs. sample
2. Parameter vs. statistic
3. Standard deviation
4. Confidence level
5. Confidence limits
6. Precision of the estimate
7. Producer and consumer risks

D. Control Charts
1. General concepts
2. State of statistical control
3. Contro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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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Body of Knowled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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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pplication of Sampling Princ1ples
A. Limitations and Ap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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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etrology and Calibration Fundamentals
A.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s of Measurement

VI. Quality Data , Analysis , Problem Solving, and Method
ology
A. Comparing Needs with Resources
B. Economics of Quality Costs (Nonconformance)

VII. Quality Audit Concepts and Principles
A. Types of Audits

VIII. Geometry , Trigonometry, and Metric Conversion
A. Common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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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0. STUDY GUIDE

1. Aprocess that is in statistical control will
a. produce product ot specification
b. consistently produce product which , when charted ,

will fall whthin statistical control limits.
c. Both of the above

2. Of the four classifications of quality costs , which will
prove the greatest dollar savings versus dollars spent
a. Appraisal costs
b. Internal failure costs
c. Prevention costs
d. External failure costs

3. You are plotting a control chart and the last two of
three parts are greater than 2 a , four of the last
five points are beyond 1 a , and eight successive points
are on one side of the conter line. You should
a. stop the process i~nediately.

b. take more readings and continue to plot.
c. do nothing since no piece was out of spec limit.
d. write a discrepancy notice to the supervisor.
e. investigate to detennine what has changed.

4‘ Anormal(Gaussian) distriuution curve is
a. bell shaped.
b. dome shaped.
c. pear shaped.

5. What is the purpose of a Quality Audit program
a. Provide a spy system for management
b. Catch defects missed by inspection
c. Make people follow procedure
d. Provide a super control system
e. Measure and repor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fUllctions

- 208 -



표 2-4-11. The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

Code of Ethics
To uphold and advance the honor and dignity
of the profession , and in keeping with high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I acknowledge
that I:

Fundamental Princioles

I. Will be honest and impartial; will serve with
devotion my employer, my clients , and the public.

II. Will strive to increase the competence 떠ld prestige
of the profession.

III. Will use my knowledge and skill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welfare and in promot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products for public use.

IV. Will earnestly endeavor to aid the work of the
Society.

Relations With The Public

1.1 Will do whatever I can to promot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all products that come within my
jurisdiction.

1.2 Will endeavor to extend public knowledge of the
work of the Society and its members that relates to
the public welfare.

1.3 Will be dignified and modest in explaining my work
and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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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The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

·
퍼

’
h”u

l+,‘nunu새
따

A

μh
v

씨
때

h
F
l
hu

Relations with Employers and Clients

2.1 Will act in professional matters as a faithful agent
or trustee for each employer or client.

2.2 Will inform each client or employer of any business
connections , intersts , or affiliations that might
influence my judgment or impair tlle equitable
character of nψ services.

2.3 Will indicate to my employer or client the adverse
consequences to be expected if my professional judg
ment is overruled.

2.4 Will not disclose information concerning the
business affairs or technical processes of any
present or former employer or client without his or
her consent.

2.5 Will not accept compensation from more than one
party for the same service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If employed , I will engage in supple
mentary employment of consulting practice only with
the consent of my employer.

Relations With Peers

3.1 Will take care that credit for the work of others
is given to those to wllOmit is due.

3.2 will endeavor to ai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those in my employ or under my
supervlslon.

3.3 Will not compete unfairly with others; will extend
by friendship and confidence to all associates and
thos with whom I have busines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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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몽계척 품질관리

가. 통계척 품질관리와 그 개요

여러 학문분야중에셔 폼질관리의 기초물 이루는 것윤 몽겨l학이라 할

수 있다. 생산과청에셔 어느 공청에셔 제폼에 대한 천수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현실척 처l약조건요로 천수검사가 극히 비경제책일 경우， 생산제품

가운데 일팍시료 (Sample) 율 후훌륭}여 천 제풍의 품질올 따악하는 방법울

사용하체 된다. 이와 같올 갱우， 시료툴 롱하여 모집단에 대한 청보률

얻고 이률 토대로 모집한에 의사결정율 내리는 방법율 제시하는 것운

동계학의 도폼으로 가능하다. 몽계척 품질환리는 미국의 벨 연구소에

근무하던 슈하트 (W.A. Shewhart) 로 부터 시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 1924년 품질륙성값의 산포롤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도법율 창안 하였

요며， 생산공정에셔 일어나논 문제롤 해결하는데 관리도법율 척용함으로써

폼질관리에 통계책 방법율 책용하는 른 협척율 남겼다. 1928년 닷지

(H.F. Dodge)와 로미그(H.G.Romig) 는 샘풀링검사(Sampling Inspection) 의

이론올 발표하여 통계척 품질관리의 발전에 콘 공헌율 하였고， 근대척

폼질환리에 콘 공헌올 한 대표척 학자는 데밍(W.E. Deming) 과 주란(J .M.

Juran) 이며 이들온 일본의 품철관리 발전에 콘 영향율 끼쳤으며 우리나라

동계척 폼철관리 보급에도 거여 하였다. 이 용계척 폼질관리률 근간으로

하여 1950년대부터 기업의 품질관리는 천 부폰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창한 따이첸비움 (Feigenbaum) 에 의하여 종합척 품질관리

(Total Quality Control) 로 발전되고 제품의 폼질윤 기업천반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영향율 받으므로 폼질관리에는 셜계판el(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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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수입자채의 관리 (Incoming Materials Control) , Product Control ,

Special Process Study 퉁이 포합되어야 한다는 이몸이 제기되었다.

이후 체폼보층(Product Assurance) , 무결첨(Zero Defect) , 사회척

폼켈환리(Social Quality Control) 동으로 발천하여 오늘의 TOC에 이르고

있다.

나. 여러가지 통계척 방법

통계척 폼질환리 (SOC) 는 품질관리의 목척율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척

방법올 사용하는 모든 방법올 뜻한다고 활 수 있다. SQC 초기단계에셔는

제조품질올 관리하기 위하여 주로 관리도법과 샘플렁검사법이 SOC의

주류률 이루었으나， 폼질환리 개념의 변화 및 영역의 확대로 많온 통계척

방법이 활용되기 사작하여 추정과 겸정， 상관분석파 회귀분석， 분산분석과

설험계획법 등이 이용되었다.

(1) 확률과 확률푼포

통겨l척 의사결청의 기초가 되는 확률이론의 기초 개념을 다루며，

확률변수의 성철로서 기대값， 분산 등의 개념올 다룬다. 또한 품절

환리에셔 자주 사용하는 확률분포인 이함분포， 정규푼포툴 다루고

통계량의 분포로셔 X’ 분포， t분포， F분포률 다루어 풍계척 방법의

기초률 확립한다.

(2) 추정과 검정

충요한 모수인 모형균， 모분산， 모표준펀차， 모비율， 두 모펌균의

차， 두 모비율의차 등에 대한 점추정과 구깐 추정법올 다루며 이률

모수에 대한 검정법을 다훈다. 또 검정의 얼반적 이론율 습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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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분산분척등에셔외 검청법에도 협게 캡근할 수 있는 기초률

마련한다.

(3) 장관분석

장관분석윤 푸 변수사이의 관계률 규명하거나 분석하는 분야로셔，

추로 상관관계률 나타내는 척도인 상관계수에 대한 추정과 검정법올

다문다.

(4) 회귀분석

회귀분석이한 변수률간의 함수척인 관련성올 규명하기 위한 어떤

수학척 모형율 가청하고， 이 모형올 측정된 변수률의 데이터로 부터

추청하는 몽계척 분석 방법이다. 얼반책으로 회귀계수에 대한 추정과

검정물 질시하거나， 추청된 모형올 사용하여 예혹율 하는 문제에

관섬율 푼다.

(5) 실험계획법과 분산분석

실험계획법이한 실험에 대한 계획올 세우는 방법율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차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올 어떻게 행하고 Data률

어떻게 휘하며， 어떠한 동계척 방법으로 데이타툴 분석하변 최소의

실혐횟수에셔 최대의 정보물 얻올수 있는가툴 계획하는 운야이다.

이에 대하여 분산훈석윤 설험계획법에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석방법

요로서， 륙성값의 산포롤 총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총제곱합율 실험과

관련된 요인마다힘 제곱합으로 분해하여 어느 요인의 처리효과가 유의

성이 있는가툴 규명히·게 훤다.

(6) Sampling 이론과 Sampling 검사

모집단 (꽁정 또늄 lot) 으로 부터 서료률 채취하는 껏올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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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며， 샘플링올 할 때는 추정의 정도와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여러가처 방법이 있다. 이같운 샘풀링 방법올 다루는 분야가

챔플렁 이폰이다. 이에 대하여 샘플렁검사는 제폼의 일부인 시료률

사용하여 이로부터 얻운 청보를 가초로 전체 체폼에 대하여 양호 또는

불량의 판청율 내리거나 로트의 합부판정올 내리는 것이다.

(7) 관리도

관리도한 품질의 산포률 환리하기 위하여 청한선인 관리 한계션이

있는 그래프률 말하며 이것올 사용하여 공정에 관한 데이타률 관리，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룰 수칩하고， 이뜰 청보에 의해 공정의 산포률

효율책으로 관리해 나가는 통계책 방법이 환리도법이라 활 수 었다.

다. 모집단의 의미와 시료， 데이타의 관계

통계척 폼질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윤 데이타로서 이것올 이용하여

모제폼의 폼철에 대한 청보를 얻고 이률 기초로 천체 제품에 대한 의사

결정율 내리고자 할때는 그 데이타률 휘한 추위 - 측 어디에셔 어떤 방식올

통해 획특되었는가하는 청확한 내용율 알아야 한다. 즉， 관섬의 대상이

되는 모돈 개체외 집합올 모집단 (Population) 이라 하며， 모집한에셔

추풀되어 모집단율 대표하는 개채의 집합울 시료(Sample) 라 한다.

일반척요로 모집한에셔 시료률 획득하여 데어타률 혈고 그 데이타를 청리

하고 처리하여 여러 정보률 얻으며 이 정보툴 기초로 모집판에 대한 의사

결정율 대력 원래 모집단에 대한 행동 또는 조체률 휘하는 것이다. 이와

같운 모집단과 시료와 테이타의 관계는 아래 그힘 2-5-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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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모집단， 시료， 데이타와의 관계

봉계척 품질관라에서 모집단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며 모집단의 성질 및

그 분포의 모습율 알 수 있어야 한다. 모집단의 가장 중요한 정보늠

”분표의 중심위치”와 ”분포의 산포” 이다. 푼포의 중심위치 (Central

Location) 는 모집단의 륙성값이 어느 값율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가툴

나타내는 개념이며 분포의 산포 (Dispersion) 는 모집단의 특성값이 중심

위치에셔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활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집단의 중심

위치률 나타내는 대표척인 모수는 모형균 (Population mean) 이며 μ로

나타낼때 모형균은 모집단의 평균값으로 이해할 수 있눈 모수라고 할 수

있다. 산첩도를 나타내는 대표척인 모수는 모푼산 (Population variance)

(1 1파 모표준현차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σ가 있으며， 명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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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하가 각 각 μ와 g인 정규환포 (Normal Distribution) 의 분포함수는

그림 2-5-2 과 캄다.

L 느:::...

그림 2-5-2. 청규푼포에셔 μ와 g의 관계

구 깐 구간에 포함되는 모집단외 양

μ- (J, μ+ (1 대 략 68 %

μ-2 (1, μ+2 0' 돼 략 95 %

μ‘3 0'， μ+3 0' 대 략 99.7 %

라. 컬톤

이상에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쩍 폼웰관2.1에서의 모집딴，

시료， 데이타올 동한 분석에서 찰펴볼 때 청규분포에셔는 모수인 μ와

σ의 값율 알면 모집단‘에 관한 여론척인 정보는 모두 얻올 수 었가l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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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포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이 대략 성럽된다고 봅수 있다. 지금

까지 품철관리의 목척올 탈성하기 휘하여 사용하는 통계척 방법중에 가장

기초척이고 근칸이 되는 모집한 분석방법올 살며 롤 바， 앞으로도 모칩단

분석방법에 있어셔 터 근사한 값올 얻기 위한 통계척 여러 분석방법이

계숙척으로 연구.개발중에 었으며 이를 통해 QC 부문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통계척 폼질관리 분야의 발전율 기대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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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3 장 결론 및 컨의사향

제 1 첼 결 론

1. 연구소 품질보증 체계힘 발천방향

원자력 관련한 연구.사업율 추진하고 있는 당 연구소는 각 사업마다

폼질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또 총팔 폼철조칙으로셔 폼질보충실혼 천 연구소

척인 품질보증체계의 확립과 폼질명가， 선진 품질기술개발 및 폼질 관련

대외적인 창구 역할올 수햄하고 있다.

원자력법이나 관련 규제기관에셔 원자력사업율 수행시 폼철조칙의 독립

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옴은 추지의 사실이다. 따라셔 대외 기관으로

부터 폼질감사롤 수감할 때 항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사업올 수행

하고 있논 사업책임자 또는 연구소 경영충에셔도 폼질조칙의 톱립성 확보

빛 효율척 폼철보증 체계에 대한 여러가지의 의견제시가 있어 왔다.

현재 각 사업과 환련한 폼질조칙의 구성은 그림 3-1-1와 같운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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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 업 책 입 자 기술지원부

풍철보충실

사업수행부셔

h

사업 QA/QC

그림 3-1-1. 현 품철조칙의 개념

그림 3-1-1에셔 사업책임차는 사업의 규모 빛 특성에 따라 단창， 본부장

혹은 부장， 실장으로 각 사업마다 상이하다. 현재의 이와 같윤 폴절조책

에셔는 다용과 같윤 문제점이 유도 훨수 있다.

첫째， 사업폼철조칙운 원가， 일청， 납기 등 폼질확인어l 영향올 추는

요인으로부터 톱립하여 자유로운 품질활동올 수행하는 것율 거대

하기 어렵다. 폼질조칙운 사업조칙의 일부로셔 또는 하부조칙에

포함되어 폼질활동올 수햄하는 것보다는 제 3자의 책관척 입장，

족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북립한 위치에셔 사업의 폼철올 다루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생각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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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폼질보충실과 사업폼질초칙과의 업무환장이 원활히 이루어 져기가

협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연구소회 전반척인 품질보충체계

운영에 대한 책임이 폼철보증 질장에게 위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폼철보충설에셔는 전 연구소척인 폼절보증기본계획서률 벌햄

하였고 폼철활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품질조칙과

폼질보충질 업무의 대상이 같고， 추구하는 폼질묵표가 비슷

하지만 조칙의 소속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보증활동의 집중

수행이 어려워지고 폼킬업쭈 빛 쩔차의 표훈화률 기대하지 어렵

다고 사료된다.

셋째， 품철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라 품철정보， 품질기술 및 인혁의 효율

척인 활용이 힘률고 또한 품질업쭈의 활성화가 힘든 단첨이 았다.

앞에서 열거한 현 품질보증조칙 쳐l계의 근본척인 문쳐1점 등율 보환하고

장기척으로 품질보증 업무롤 발전시키고 폼질활동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률

극대화하기 위해셔는 다옴 그림 3-1-2와 같윤 조칙체계의 개념올 도입해야

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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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장

사업 책입자 기술지원부

to- ------- 끼

파견
~

사업수행부서 사업 QA/QC •---- 품질보증실

그림 3-1-2. 품철조칙의 통합개념도

그힘 3-1-2는 각 사업의 폼질조칙과 폼질보증설이 일훤화， 측 통합되어

훈영되는 방식으로셔 사업 QA/QC눈 폼철보중실의 척철한 품질인원이 사업

조칙에 따견되어 품철활동율 수행하고 있옴올 보여추고 었다.

이와 같윤 통합조칙의 장첨은 다옴과 같이 요약훨 수 있다.

기능별 전문척 지식올 최대한 활용하여 품질보층의 수훈올 향상시킬수

있고 또한 Matrix 조칙올 퉁한 인원의 효물척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품철보증 조칙의 완벽한 톱립성 확보로서 폼철문제률 조기 발견하고

r}라서 품질활동의 목표성취툴 최대확 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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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철보종업무 축 현구소 폴질보증 체제 수립율 표준화하고 철차롤

규격화 할 수 있다.

- 품철예산 (Quality Cost) 율 효율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2와 같이 연구소 품질조칙율 롱합 함으로써 폼질요원의 사업

소숙감 약화 등 단점이 있율수 있으나 이러한 분제는 사업품철책임자불

고청 배치함으로써 극볼할 수 있율 것이다. 폼질조칙의 흉합화는 사업

책입자는 불론 경영총의 뒷받챔이 있율때 가놓한 것이며， 국내 및 국외의

원자력 관련 조칙에셔도 어와같은 조칙채념‘으로 운영되고 있융율 파악해야

합 것이다. 폼질조칙의 홍합화가 추진된다고 가청할때 폼철초칙의 업무

빛 기능척 갱휩올 위한 조칙의 체계는 다옵 그럽 3-1-3과 같이 나누어 질

수 었다.

폼철기획실

품질기술개발실

풍철보층부 설계사업 품질보증설

제조사업 품질보증질

건조사업 품질보증실

그림 3-1-3. 통합된 폼질조칙도

그림 3-1-3에서와 같야 구성훤 폼질조칙의 하위 조칙률간의 업우 및 책입

사함올 기술하면 다옴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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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폼질거획실

폼질보증시스템 개발 빛 운영

내부 폼질감사 업무

와환감사 수감 총팔

시청조치의 계획 빚 실시

ASME-Stamp 환련 업쭈

폼질보충 기록관리

품질보증 관련 대외 업무

나， 품질기술개발실

선진 폼질 및 사업 관련 품질기솔 개발

홈질경향성 분석

쯤철요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총

다. 사업욕성별 품질보증설 (젤계， 제조， 건조 등 사업톡성벌)

사업 폼겔보증계획셔， 철차셔 개발 및 이행

구매푼셔 및 설계문셔의 폼질확인

꽁급차 펑가 및 감사

공급계약자 환리/기슐혐가/현장검사/인수검사 수행

검사 관련 업무 총콸

식벌업무의 환리

흑수공정 관리

시험갱사， 제조， 훈천현황 관리

부척합사항 환리

취급， 저창 빛 롤하업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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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철 관련 업무의 문서화

기타 사업 관련 폼질보종 업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폼질보충조칙의 발천적 방향에 대한 하나의

안으로셔 체시한 것야며， 앞으로도 폼질보증 활동율 보다 활성화하고

사업의 바라는 폼질율 효과척으로 성휘하고 확보활 수 있는 방안이 연구

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폼질보증위원회 빚 실무위원회

폼질보증위원회눈 주로 품질문제가 야기되었올때 개휩키로 하였으나，

홈질보층설무위원회는 매달 개최되어 각 부셔에 대한 주요 폼질 관련

업무를 젤명하고 품질보종 조직깐의 업무 협조관계툴 원활히 함으로셔 그

본래의 기능율 충실히 수행하혔다고 사료펀다.

톡히 천 연구소척띤 품질보증 System막 활성화률 위한 폼절보총기록

관cl 회 집중화， 종합공급가놓자 목륙의 좌성 및 풍질검사자 자격인층율

위한 절차의 확랍 등이 실무위원회률 롱하여 완결된 주요 업무아며， 품질

관련 교육교채의 공동개발 및 품캘보종 조칙간의 인력 상효 활용건이 실무

위훤회에셔 안건으로 채택되어 그 셔}부추진 방향이 협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폼질보종젤무위원회는 한개의 부셔에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률율

공동 해곁하는데 크게 기여툴 하였으며 폼철 관련 인원률의 구심점으로서

역활율 총설히 수행하였다. 따라셔 내년에도 얼무위원회블 좁터 활성화

하고 능률확함으로셔 연구소 폼철보총이 확실히 정확될 수 있도록 배천의

노력율 하여야 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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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활동의 실책 및 북표의 방향제시

전 연구소척인 품질보증체계 확립올 목표로 폼철활동율 수행하여온

품질보중설의 주요 업무실척운 다몸과 같이 요약훨 수 있다.

연구소 품질보총시스템의 수립과 운용상의 문제점율 보완하기 위한

폼질보증기본계획셔의 개정

품질보증 관련 주요 절차셔의 개발

사업별 폼젤시스템 수립올 위한 기술지휠 및 이의 표준화률 위한 폼철

펑가활동과 품질경향성 분석

품젤보충 기록환리시스템외 전산화와 폼질겸향생 분석율 북척으로 한

품질명가셔스템의 천산화개발 등 풍질정보시스템의 구혹

폼철인원의 질척향상올 위한 교육훈련과 품질감사자 및 검사자에 대한

자격부여 활동

원자력 관련 연구.사업의 품질보증 체제 확휩올 위한 품질보증 청책

및 조칙에 관한 조정과 추요 품철문제에 대한 협의툴 위한 품질보증

위원회의 설치， 운영.

연구개발 업무의 품질보증 체체의 수립방안， 컴퓨터 소프트훼어 품질

보증거법， 폼질검사자 자격요건， 품질코스트 등 선진 품젤보증 기술의

습득 및 이의 용용율 위한 연구활동.

이와 같은 폼질보중기본방첨에 따륜 연구소의 품질보증활동은 훤자력 기솔

재발 사협의 t간천성 및 신뢰성 확보툴 원한 품철보총체제 구혹에 중추적

역활올 해왔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품질묵표를 재 청립하여 폼켈보증 활동을

더욱 강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Philip crosby는 그의 져서 "Quality is free"에셔 폼질활동의 발전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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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단계

Awakening 단계

Enlightenment 단계

- Wisdom 단계

Certainty 단계

의 5가지 만계로 분류하였다. 이와 겉이 불류한 기훈은 경명충의 이해와

태도， 품질조칙의 구성현황， 폼철푼제와 해결방안， 전체 사업 원가에 대한

폼철원가 (Quality cost)의 비율， 품질향상활동 풍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류

된다. 현채 연구소에서 수뺑풍안 여러 사업률율 이 기훈율 척용하여 혐가

환다변 사업에 따라셔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Enli밍ltenrnent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 Wisdom 단계로 진입한 경우도 있다고 사료훤다. 현구소의

품질활동올 현재보다 더 놓용 단계로 끓어올리고， 사엽야 추구하고 있는

완벅한 품질확보촬 위해셔는 새로훈 품켈몹표롤 설정해야 한다. 설정된

품질북표와 그 기대효과논 다융파 같이 요약될다.

카. 폼질활동 묵표

재정된 품훨보충처l체의 활성화와 기술지원

연구개발 업무에 척용할 수 았는 풍철보층계획의 개발

원자력 관련한 국가척 폼절보증 표준의 개발 합여

나. 주요 업무내역

사업 품질보충체제 확립올 위한 기솔지원

교육훈련 빛 자격인충환리

각총 품질문셔의 검토

QA vault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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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폼젤보충시스댐 수립 지원

추기척인 풍질활풍의 혐가

폼질참사

품질경향성 푼석

선진 품훨기출의 연구개발

QA in R&D

Computer software quality assurance

Quality cost analysis

설계폼질보총기솔 개발

다. 기대효과

천 연구소척인 폼질보층시스템 및 연구사업벌 품질시스템 수립에

따라 체계척이고 얼관성 있는 활질보종 업무의 수햄

션진 품철기술의 척용과 자체 폼질보충기술의 개발로 원자력

폼질보증척용의 표준화롤 기함.

4. 선진 품질보증기솔

가. 컴퓨터 소표트훼어 폼철보·중

소프트웨어 폼질보층율 혁사척으로 고찰하면 미국의 경쭈 DOD , FAA ,

IEEE\ NASA 풍에셔 기준 (Standards) , 계획 (Plan guidelins) 풍 표환

훈명쩔차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율 마현해셔 훈영하고

있다. 이 SOP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폼질보종 활통의 세부사항까지 규청

하고 있으며， 천당부셔에서 SOP홉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예셔 제청한 규청 풍용 없으나 소프트꽤어의 폼철보층 활동몰 첼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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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고 선진국에 있어셔 이러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제도도 성숙되었

다71 보다는 학문척으로도 계숙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는 설정이다.

국내의 경우 과기처 에셔는 1988년 7월 1얼 ”소프트훼어 개발혹진법”율

제정， 공포하였으며 여법의 추요 내용윤 소프트훼어의 척정한 개발비

보전파 폼필확보로셔 소프트훼어의 이용자들율 품질측변에셔 만혹시켜

주고 또한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생산의욕올 고휘시키고자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청기준은 이미 시햄중에 있고， 동법 체 7조 빚 :l

시행령 제 12조에 외해 과학기술처 장관윤 ”프로그램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시행지챔율 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었다. 따라셔 ”소프트

웨어 품질보증 기춘만>1 제정되면 @ 이 기춘에 준하여 훤자력 분야에셔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에 패한 폼질보증기준이 정휩되어야 하고，@ 원천의

소프트웨어 설치시 인.허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올 개발하고，@ 소프트

웨어의 폼철보증 기준율 근거로 한 소프트웨어 폼질의 검사 및 명가방법

등의 철차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과 그 척용방법 고찰

R&D 애서의 품철은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

성은 무엿보다더 중요하다. 폼질보증의 정의에서와 같아 R&D의 폼질

보중에서도 폼절윤 단지 연구활동 이외에 정책， 조칙，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등의 연구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 외하여 명향올

받게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으며 척절한 테이터롤 얻율수

있는 품질보증 체계의 수립과 척용방법의 확휩은 총요하다. 실제 R&D

품질보증은 제조분야와는 달리 R&D 분야의 흡폭한 환경 때문에 폼철

보층율 척용하기는 어려운 설정이며 본 연구소도 R&D 분야의 폼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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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용픈 전무한 실정이다. 다옴은 본연구소에셔 품질보증 체계의 수립과

척용방법올 수립하는데 척용될 중요사항들올 기술하고자 한다.

(1) 과제의 초기단계에셔 과체의 수립과 검로， 문제점， 과체의 천반

적인 사항과 특수요건율 관리활 수 있논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경영충에셔의 폼철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척극척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R&D의 조칙에셔는 학 조칙칸의 의사전달이 찰 됩으로써 과제의

요구사항에 멸치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칙의

개발과 유지가 필요하며，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한율

가지고 과제훌 수햄할 수 있도룩 하여야 한다.

(3) 폼질 프로그램윤 집행부에셔의 서명된 정책과、철차의 수립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었도혹 하여야 한다. 정책과 절차에는 수행

자의 책임과 이행절차셔， 품질보증 꽤뉴얼이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파제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얼험실에셔는 실험싫 표준관행올 설정하여 실험에셔 발생활

수 있는 실수틀 출여， 보다 효율척안 연구활동과 산뢰성 있는

테이터툴 얻옳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Quality Cost에 관한 연구

품질보증이란 용어툴 광의로 정의한다면 ”신뢰성이 놓고 성능이

우수하며 척운 버용으로 사용활 수 있는 제쯤율 만뜰어 이윤율 극대화

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활 수 있율 것이다. 즉， 품질보중이한

용어블 정의하는데 사용환 중심단어눈 선획성 (Reliability) , 성능

(Perfonnance) , 비용 (Cost) , 체품 (Product) , 이환 (Profit) ,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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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둥이다. 따라셔 이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율 좋운확

으로 유도합 수 있다변 폼철보종도 자연히 성공척일 것이다.

이러한 환첨에셔 볼 때 각각의 단어률에 대한 연구와 상호 관련되는

단어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범위는 ”버용 (cost)"

으로만 한청하혔으므로 차후에는 다른 한어， 신뢰성， 성능 풍에 대환

각각의 연구가 수햄되어야 하며 아울러 단어 상호간의 관계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 통계척 폼철관리

동계학이 발전되면서 QC에 용용되는 통계척 기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었으며 품질관리의 재념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변셔 이에 대용하는 통계책

방법도 더욱 세분화， 청확화， 또한 칸훤확훤 방식률이 도훌되고 있다.

따라셔 각 생산공정 또는 쟁산폼의 총류 및 성격에 따른 효율책인 책용율

통해 얻고자 하는 품질목표툴 이 통계척 품질환리 방식올 롱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30 -



제 2철 문제점 및 웬외사항

1. 원자력 가슐재발 사업율 생공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셔는 천 연구소척인

폼철보충 체쩨툴 확립하고 모든 품질관련 활동이 체계책으로 수뺑되어야

하므로. 사업책입차는 물론 모든 사업 참여자의 폼질보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한충 강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법이나 관련 규쩨기관에셔 원자력사업율 수행시 품질조칙의 톡립

성율 확보하도혹 요구하고 있고 대외기관으로 부터 폼절감사의 수캄시

폼철조칙의 톡럽성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폼철조칙이 완천한 톱립성율

갖고 품질업무촬 효율척으로 수햄하는 등 폼질활동획 북표 성취률

극대화하기 위해셔는 폼질조칙의 흉합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셔 폴질조칙의 봉합화 추진올 위해셔 사업책임자는 불폰 청형충의

확고한 뒷받첨이 있어야 활 것이다.

3. 짝 사업별 품질보층계획의 효율책인 수립， 이햄율 위해셔 사업품질

활동에 대한 폼철혐가 활동율 강화해 나가야 하고 욕히 사업의 추요

품질문제률 씬속히 파악하고 해결책율 협게 강구할 수 있는 폼철보충

위원회률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원자력 폼질보충교육혼 과거의 셔l￥척인 품질환야의 질무지식율 요구

하는것 외에도 원자혁 천반에 대한 종합척이고도 광범위한 기솔검토

능력율 향상시킬 것올 요구하고 었는 만큼， 원자혁의 최대 성능보장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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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성의 북척에 부합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선청 및 협가， 교육몹표의

정확한 설청과 체계척 자격인총에 따르는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띤다.

5. 원자력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깊운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도 품질

보중 채념율 도입해야 하며， 효률척안 연구.개발 업무 수행율 위해셔

연구.개발 톡성에 맞는 품질보충계획 빛 셰부철차가 확럽되어야 할

것이다.

6. 컴퓨터 소프트훼어 품질보증에 대한 연구가 그통안 충분히 수행되어

왔다. 현채 연구 및 사업부셔에서 사용되고 었는 모든 컴퓨터 소프트

훼어에 대하여 광범위하께 척용할 수 있는 폼질보중계획 및 절차롤 수립

해야 할 것이다.

7. 선진 폼질기술의 연구.채발 훈야연 Qll in R&D, 컴퓨터 소프트웨어 품질

보층， 젤계폼질보중， 품철원가분석， 통계척품철관리 풍에 대한 꾸준한

자료수집 및 연구률 수행함으로써 폼질보종 업무에 용용할 수 있는

기반올 다져야 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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