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공장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

강 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위원 김대수, 류승현
쳬:

위생안전기준의 법적근거
(수도법 제14조)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
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
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
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
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
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1. 수도관

인증대상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3. 도료(塗料) 등 그 밖

가. 밸브류
라. 유량계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마. 수도미터류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

의 수도용 자재 및

는 도료

제품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자재관리(1)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10점)



자재별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실정에 적합

자재관리 착안사항(1)
평가항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구매업무규정

1. 원부자재 규정의
제정 유무

• 원부자재규정

- 사내표준에 규정한 자재 명 및 검사항목의
품질항목확인

• 인수검사규격
(자재규격과 통합가능)
• 자재(창고)관리규정

- 해당 표준 유무파악
2. 원부자재 규정의
적정성

à KS, ISO, JIS 등 다른 나라의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참조하여 품질수준을 설정

• 원부자재 보관, 적재,
운반관련 규정
▶ 인수검사 실적
- 자재시방 및 품의서

- 납품처 정보 이용
3. 해당규정 근거

(제품 품질수준 만족여부 파악)

여부, 고객의
특별요구사항
반영 여부

- 별도 개발 필요여부 파악, 개발 후 표준화
물 접촉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만족

- 인수검사 성적서
- 납품처 성적서
-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 원부자재 수불대장
- 검사원 교육일지
☆ 자재의 관리상태
-선입선출, 식별관리

자재관리(2)


2)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10점)



자재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있는 경우

자재관리 착안사항(2)
평가항목해설

1. 사내표준에서 정한
해당 인수검사
규정 제정 여부
2. 검사업무(인수,
중간제품검사)
체계 수립 및
표준화 여부

중점준비사항

관련 표준 및 기록

- 검사업무(인수, 중간, 제품검사 포항) 체계수립

• 구매업무규정

(검사의뢰, 외부성적서확인), 검사기준에 의한

• 원부자재규정

검사실시, 검사기록, 통보, 불합격 시 조치,
검사결과 분석, 검사결과 활용
- 인수검사규정 제정

• 인수검사규격
(자재규격과 통합가능)

• 자재(창고)관리규정
• 원부자재 보관, 적재,

- 시험표준작성
(장치사용 설비, 시험표준의 근거로)

운반관련 규정

자재관리(3)


3)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10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자재관리 착안사항(2,3)
평가항목해설

1. 윈부자재 인수검사
성적서 내용 적절성

2. 외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적정 주기별 의뢰여부)

3. 공급업체 시험
성적서의 검증여부
(해당로트 일치여부)

중점준비사항

관련 표준 및 기록

- 외부검사의뢰 품목 선정

▶ 인수검사 실적

- 외부공인기관 의뢰 시 의뢰주기, 시료채취,

• 자재시방 및 품의서

기관, 결과확인 절차 수립
- 납품성적서 로트의 일치여부, 정확성,
진위여부 검증, 검증기록 표시
- 합격로트, 불합격 로트의 표기방법 고안
(태그, 표시, 식별장소 등)

• 원부자재별
인수검사 성적서
• 로트별 공급업체
성적서(MILL SHEET 등)
•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 검사대기장소, 합격 로트는 창고 이동, 불합격 • 원부자재 수불대장
• 검사원 교육일지
로트는 별도 보관장소에 격리, 혼입방지
(입고, 불출 방지)
- 불합격 로트는 신속히 납품업체에 반품

☆ 자재의 관리상태
• 선입선출, 식별관리

- 혼입사용 불가능 확인
- 불량품 생산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부적합품 기록유지

자재관리 착안사항(2,3)
평가항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 표준 및 기록
▶ 인수검사 실적
• 자재시방 및 품의서

1. 윈부자재 인수검사 - 인수검사성적서 양식 검토(엑셀 등 전산화)
성적서 내용 적절성
- 인수검사성적서 작성 내용 재확인

- 외부검사성적서 재확인

(적정 주기별 의뢰여부)

3. 공급업체 시험
성적서의 검증여부
(해당로트 일치여부)

인수검사 성적서
• 로트별 공급업체
성적서(MILL

2. 외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 원부자재별

- 공급업체성적서 검증내용 재확인

- 월별 품목별, 업체별 합격률, 불량 내용 분석
통보 및 대책

SHEET 등)

•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 원부자재 수불대장
• 검사원 교육일지
☆ 자재의 관리상태
• 선입선출, 식별관리
☆부적합품 기록유지

자재관리 착안사항(2,3)
◎ 인수검사규정내용
◇ 시험(testing) :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의 특성을 결정
◇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
◇ 로트 : 검사대상이 되는 특정상품의 진단
• 시료 : 로트에서 시험 하기 위한 특정제품
• 공시체 : 제품 또는 원료를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가공한 것
◇ 로트의 구성
• 검사로트의 크기 준수
• 검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로트의 구성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자재관리 착안사항(2,3)
◎ 인수검사규정내용
◇ 로트의 구성
• 1회 납입량, 오전, 오후생산량, 1일 생산량, 주문량 등
• 품질항목의 자체시험, 시험기간에 따라 로트 구성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
• 24시간 이내 시험을 완료 할 수 있는 항목은 종류별 1일 생산량을 1검사 로트로
적용할 수 있으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검사를 할 경우 시험기간 등을 감안하여 로트크기를 정하여야 함
• 검사단위체 : 합부 판정의 최소단위

◇ 시료채취방법
• 개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KS Q ISO 24153(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름.

자재관리 착안사항(2,3)
◎ 인수검사규정내용
◇ 검사의 구분
• 전 수 검 사 : 생산량 전체를 검사하는 형태(고가품, 안전 관련 품목, 비파괴검사 등)
• 샘플링 검사 : 로트크기에 따라 시료크기, 합부판정 기준이 달라지는 미리 개발된
표준에 규정된 형태나 방식을 따르는 검사
• 체 크 검 사 : 제조 공정관리를 위해 는 기계 조정 등을 위해 소수의 샘플을
빼내어 체크하고, 작업상태 등 가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한다.
(ex, 작업조정시의 조품검사, 정기적인 순회점검 검사 등)

◇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1/2)
-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검사항목 중 신뢰성 시험 등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
등에서 규정한 샘플링 검사 방법을 적용

자재관리 착안사항(2,3)
◎ 인수검사규정내용
◇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2/2)
- 결점수, 겉모양 등에 대한 샘플링검사방식은 계수 샘플링 검사 방법을 적용하되,
검사조건에 보통, 특별검사수준, 검사차수, 합격품질수준(AQL) 등을 결정하여
시료수(n) 불합격판정개수(c)를 항목별로 결정
- 시험결과 값이 수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계량 샘플링검사방식 적용
■ 외부 공인시험 및 자재 공급원 시험성적서(Mill Sheet) 활용 시 유의사항
• 공급 자재 로트와 시험성적서상 로트 일치 여부
•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 시료채취방법, 시료 채취자, 시료채취 일자, 장소, 채취량, 시험기관, 시험의뢰항목 등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 작성

• 자재 공급원 시험성적서
- 시료채취방법, 시료 채취자, 시료채취 일자, 장소, 채취량, 시험기관, 시험의뢰항목 등
시료채취 보고서를 공급원에게 요구

2.공정관리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
해 제조공정별 관리항목을 규정하고 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7점)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
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 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사내표준 및 회사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있는 경우

공정관리 착안사항(1/2)
평가항목해설
1. 사내표준에 규정

중점준비사항

-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항목 확인

하고있는 관리항목
확인

관련표준 및 기록
• 공정관리규정
• 공장관리기준

- 공정관리체계수립(공정설계-신제품, 공정파악,
관리항목 설정, 공정관리 실시, 공정 개선 등)

(작업표준 포함 가능)

• 외주관리규정

2. 공정관리체계 및
표준화

- 공정별 관리기준설정 및 표준화(관리항목, 기준,
주기, 방법, 관리자, 관리기록, 이상 시 조치를

3. 공정별 관리기준
설정의 적정성

포함한 공정별 공정관리기준) 설정(작업표준 및
QC공정도에 포함)

• QC공정도
- 공정체크리스트
(공정관리 기록부,
작업일지, 배합일지 등)

- 공정이상 관리대장
- 관련부서 대책내용

4. 공정관리체계 수립 - 공정관리결과 확인
및 표준화

- 대책수립 및 실시
보고서 (월별)

공정관리 착안사항(2/2)
평가항목해설
5. 외주 시 외주공장
관리체계수립

중점준비사항
- 외주업체 관리체계 수립
(업체,공정 선정기준, 평가, 선정, 생산계확 정보
제공, 공정관리, 제품검사체계 검토, 이상 시
조치, 지도 및 조언, 납기관리 등)

6. 작업 표준 또는 QC - 월 주기로 공정별 공정이상 발생현황 파악
공정도의 공정관리
기준에 따른 관리
- 중요 공정조건의 관리도 활용 공정안정상태
항목의 주기적인
확인
점검 여부

7. 점검결과 기록
여부

- 생산부서 통보, 라인 이상 여부 확인
- 생산부 대책수립
- 분석결과 활용 및 개선(통계적 방법참조)

관련표준 및 기록
• 공정관리규정
• 공장관리기준
(작업표준 포함 가능)

• 외주관리규정
• QC공정도
- 공정체크리스트
(공정관리 기록부,
작업일지, 배합일지 등)

- 공정이상 관리대장
8. 월별 공정 점검
결과분석 여부
(공정이상 처리결과)

- 외주 선정의 사전,사후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 관련부서 대책내용
실시하여 기록을 보관, 활용하여야 한다.
- 대책수립 및 실시
- 외주하는 경우 납품처 성적서 확인,
보고서 (월별)
인수검사를 실시

공정관리 해설
(관리항목과 검사항목관리방법)
구분

계열

실시
시기

실시기록

주관
부서

관련표준

비고

공정관리기록부(체

관리
항목

관리기준

원인계

작업 전

크리스트),

(작업결과의

작업 중

작업일지에

원인이 되는 항목)

실시

포함가능, 배합일지

인수,

등

중간검사,

생산부서

작업표준

+

제품검사방법

검사
항목

결과계
(작업시행 후

=
작업결과

품질상태)

확인

중간검사 성적서

품질부서

중간검사표준

QC공정도

▶ 공정별로 검사항목과 관리항목을 구분 요구
▶ 공정검사 항목/방법, 관리 항목/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공정관리기준 및 각 공정별 작업표준의 개별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검사항목
중간검사에 대하여 규정

공정관리(2)


2)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중간검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6점)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두고 합리적으로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
시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공정관리 착안사항(2)
평가힝목해설
1. 사내표준에 해당
공정별 중간검사
항목에 대한 중간
검사규정 제정여부
2. 공정별 중간검사
실시 및 성적서
작성, 보관 여부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중간검사규정 내용확인(로트의 구성,
검사항목, 방법, 조건, 시료채취방법, 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 검사 후 처리 및 기록)

- 시험표준 제정(시험표준 근거로 사용설비 규정)
- 월 주기로 공정별, 품목별(규격별) 검사
로트수, 로트 합격률, 주요불량분석
(통계적방법 참조)

• 공정별 중간검사규정
• 중간검사 성적서
• 중간검사 집계표

3. 검사결과의 적정성
4. 월별 공정검사
결과분석 여부
5. 분석결과 활용
(공급업체변경,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
개선 실적)

-중요 불량(파레토분석), 중요요인
(특성요인도) 활용

• 생산부 대책내용

-생산부서 통보, 라인 이상여부 확인

• 대책수립 및 실시

-생산부 대책수립
-분석결과활용 개선

보고서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이행 여부
, 공정관리자의 공정관리 각 규정 및 작업
표준 숙지 및 실시 여부 (7점)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



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
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관리하고 있
는 경우

공정관리 착안사항(3)
평가힝목해설

1. 사내표준에 규정한 공정별
작업표준 표준화 여부(공정
결합시 작업표준 복합가능)

중점준비사항

- 사내표준에 규정한 공정 확인
- 공정별 작업표준 표준화(사용자재,
설비, 작업내용, 작업순서(준비, 본, 마무리)

2. 작업표준내용의 적정성
3. 현장 작업자 작업표준
이해정도
4. 외국인 작업자 작업표준 이해
정도
5. 외국인 작업자 작업표준 용이
이해 가능토록 표준화 여부

관련표준 및 기록

• 공정별 작업표준

작업방법, 공정관리 기준,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

- 작업표준 교육 실시
- 실 작업과 일치 여부 점검
(작업표준 개정도 고려)

- 작업자 작업시현 이해 및 준수여부
확인

• 태크, 장소

• 한도견본 관리규정
(검사업무규정에 포함
가능)

공정관리 착안사항(3)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작업자 작업시현 이해 및 준수여부
6. 합격로트 및 불합격로트의

확인

혼입으로 불합격 로트
사용여부

- 합격로트, 불합격 로트의 표시방법
고안 (테그, 표시, 식별장소 등)

7. 불합격품에 대한 적절한
격리로 사용금지여부

관리유무

• 태크, 장소

- 검사대기장소, 합격 로트는 창고
이동, 불합격 로트는 별도
보관장소에 격리

8. 필요시 한도견본 비치, 활용

• 공정별 작업표준

- 혼입방지(입고, 불출 방지)
- 필요시 한도견본 관리체계 수립

• 한도견본 관리규정
(검사업무규정에 포함
가능)

LOT 번호 부여방법
원재료 및 부품

생산

완제품

(생산일지)

(2014.05.11)

A 부품(20140211) A 부품(20140211)
B부품(20140115)
C부품(20142406)

C부품(20142406)

D부품(20140309)

D부품(20140309)

E부품(20140327)
F부품(20140122)
G부품(20140214)

F부품(20140122)
G부품(20140214)

H부품(20140413)

20140511

LOT 번호 부여방법
원재료 및 부품

생산

원재료

A부품 (20140211)
C부품 (20142406)

D부품(20140309)

A부품 (20140211)

D부품(20140309)
20140511

F부품(20140122)
G부품(20130214)
G부품(20130214)

공정관리 효과분석
v공기의

적절성 검토

v시공외

계약 및 자재발주일정 관리

v공기연장타당성분석
vDB구축의

장점

§ QC공정도
공정명

원부자재 입 고

도시
기호

검사

관리

부품명

관련 규격
항목

방법 및 조건

항목

방법

▽
1.겉모양,
2.수량

원
자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재

3.치 수
4.종류 및 재질
5.화학성분

인
수

6.기계적성질

검

1.겉모양,

사

2.수량

부
자

가공품

재

3.치 수
4.종류 및 재질
5.화학성분

1.2항:KS Q ISO 2859-1(S-2 수준)
1회 보통검사, AQL:2.5%
3,4,5항:관리샘플링검사(n=1,c=0)

1.2항:KS Q ISO 2859-1(S-2 수준)
1회 보통검사, AQL:2.5%
3,4,5항:관리샘플링검사(n=1,c=0)

6.기계적성질
절단

○

구리합금 봉

외주관리
1.겉모양,
2.수량
3.치 수

인수검사

4.종류 및 재질
5.화학성분
6.기계적성질

기계가공

○

몸통

1.2항:KS Q ISO 2859-1(S-2 수준)
1회 보통검사, AQL:2.5%
3,4,5항:관리샘플링검사(n=1,c=0)

§ QC공정도(작성 예)
공정명

도시
기호

검사

관리

부품명

관련 규격
항목

방법 및 조건

항목

주제 및 경화제
도장

○

배합비

몸통 외부

건조온도
1.겉모양

가공

2.치 수

중간검사

선별

3.수량
○

KS Q ISO 2859-1(S-2 수준)
1회 보통검사, AQL:2.5%

절수 부속
1.겉모양
2.치 수

제품검사

완제품

3.수령

1,2,4항:관리샘플링검사(n=3, c=0)

4.성 능

3항:성능(공인기관시험으로 대체,

-토수유량

1회/년)

-용출성능
5.표 시
포장
창고입고,
보관,출하

○

완제품

▽

완제품

방법

시방서

120~150

관리도(X바-R)

≫공정관리시 유의사항
v

원자재관리 수급계획수립(선입선출)

v

설비의 적절한 배치(작업자 동선고려)

v

작업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v

생산관리자와 현장직원간의 협력

v

전공정의 숙지 및 이해

≪공정관리는 사람의 생명과 같다!≫
◈혈액을 잘 관리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공정을 잘 관리하면 원가절감을 할수 있
다.

3. 제품의 품질관리(1)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
도록 제품의 품질기준(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표
및 표시사항 등)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
는가? (7점)



제품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1)
평가힝목해설

1. 사내표준에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를 규정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사내표준에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를 규정
• 제품의 설계 및
- 해당 표준의 품질항목 및 품질기준

2. 국가표준 및 수도법에 적합한

확인

품질항목 과 품질기준의 제정
여부

- 제품규정 제정(표시사항 포함)

개발절차 규정
(또는 제품규정)

3. 제품의 품질관리(2)


2)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7점)



제품의 시험.검사(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시험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
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1/2)
평가힝목해설
1. 국가표준 및
수도법에 적합한
품질항목 과
품질기준의 제정
여부

중점준비사항
- 해당제품의 표준 이해

- 제품검사표준 제정 시 국가표준 및 수도법에서 • 제품표준
요구하는 품질수준 이상으로 생산 가능여부

합격로트 및
불합격로트의

격리로 입고 및
출하금지

• 최종제품
검사성적서

방법, 조건, 시료채취방법, 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
검사 후 처리, 기록)

- 사내검사결과 합부 여부 확인

혼입으로 불합격로트 - 필요시 외부공인시험기관 성적서에 의한
사용방지 여부
품질수준 확인
3. 적절한 방법으로

• 제품검사표준

확인 및 규정
- 제품검사 규정 내용확인(로트의 구성, 검사항목,

2. 제품검사결과

관련표준 및 기록

- 시험표준작성(장치사용 설비를 근거로)
- 외부공인시험기관 의뢰시 의뢰주기, 시료채취,
기관, 결과확인 절차 수립

•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 고객 제출
납품업체성적서
• 불합격로트 : 테그,
장소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2/2)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1. 국가표준 및
수도법에 적합한

• 제품표준

품질항목 과
품질기준의 제정
여부
2. 제품검사결과
합격로트 및
불합격로트의

-고객이 요구 시 납품성적서 작성 제출

• 제품검사표준

- 합격로트, 불합격로트의 표시방법 고안

• 최종제품
검사성적서

(태그, 표시, 장소 등)

- 검사대기장소, 합격 로트는 입고로 창고이동,
불합격 로트는 불합격품 보관장소에 격리

혼입으로 불합격로트
사용방지 여부

-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선별, 폐기, 특채 등)
- 혼입출하여부 불가능 확인

3. 적절한 방법으로
격리로 입고 및
출하금지

•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 고객 제출
납품업체성적서
• 불합격로트 :
테그, 장소

3. 제품의 품질관리(3)


3)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사내표준에서 규
정한 시험·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 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8점)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시험·검사 기준
표준, 시험방법, 적합여부 식별방법 등)을

지하고 시험하는 경우

(사내

충분히 숙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3/1)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검사일반이론 교육
1. 제품검사
담당자(검사자)의 관련
표준이해

- 검사개요, 샘플링방식, 검사업무규정,
제품규격, 제품검사규격 교육
- 인수검사규격 교육

2. 제품검사자 제품검사
능력 및 숙련도
3. 제품검사 실시 및
성적서 작성, 보관여부
4. 검사결과의 적정성

(현장시험 시 실행 가능)

- 해당 시험시 시험검사설비 운전방법 훈련,
시험표준 교육 및 게시

• 교육자료

- 시편(공시체) 제작방법

• 교육실적

- 검사결과 계산, 검사성적서 작성방법 교육 • 제품검사 성적서
- 검사결과 집계방법 교육 등

5. 분석결과 활용여부
(공급업체변경,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 개선 실적

• 현장시험 요구
시 검사실시

- 주기적으로 품목별 규격별, 고객별(주문
생산시) 검사로트수, 합격로트수,
로트합격율, 주요 불량분석(통계적방법
참조)

• 각종 시험 성적서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3/2)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시험표준 제정(시험표준 근거로 사용설비 규정)
1. 제품검사
담당자(검사자)의 관련
표준이해
2. 제품검사자 제품검사
능력 및 숙련도
3. 제품검사 실시 및
성적서 작성, 보관여부

- 월 주기로 공정별, 품목별(규격별) 검사
로트수, 로트 합격률, 주요 불량분석
(통계적방법 X바-R 관리도 등 참조)

5. 분석결과 활용여부
(공급업체변경,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 개선 실적

(현장시험 시 실행 가능)

- 중요불량(파레토분석), 중요요인(특성요인도) • 교육자료
활용
- 생산부서 통보, 라인이상 여부 확인

4. 검사결과의 적정성

• 현장시험 요구
시 검사실시

(생산부서와 대책수립)

- 실시결과 제품검사성적서 작성
- 필요시 raw-data 시험성적서 첨부
- 분석결과 활용 개선

• 교육실적
• 제품검사 성적서
• 각종 시험 성적서

3. 제품의 품질관리(4)


4)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8점)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 및 기타 표시 등)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수도용 KC위생
안전기준 등을 사내표준에 따라 적정하
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제품의 품질관리 착안사항(4)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인증표시(KC 마크 도시표) 이해
• 제품표준

1.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
이해

-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인증
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

• 포장 및 표시규정

인증표시 (KC)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그림 2. 인증표시 비율

■ 표시사항
가.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하여
야 한다.
나.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항의 항목에 판매자를 추가하
여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조설비의 관리(1)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
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5점)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위
해 설비의 운전표준, 윤활점검, 일상 점
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조설비의 관리 착안사항(1/2)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설비관리체계 수립(도입, 설치 및 시운전,
1. 제품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정하고,

등록, 운전방법 작성, 교육, 보전, 부품관리,

•설비관리규정

폐기 등) 및 표준화

• 설비이력(관리)대장

사내표준에 규정
- 외주가공하는 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2. 외주처리 공정설비의

좋으나,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함

유무
-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3. 윤활관리체계

점검실시

표준화여부
- 점검결과를 기록, 보관 및 주기적인
4. 윤활관리 자격보유

교정실시

또는 관련 교육 이수
- 교정성적서 등의 체계적인 관리
5. 윤활관리 실시 상태
- 교정결과(데이터, 즉정불확도)의 활용

•설비점검기록부
• 교정성적서
• 설비운전표준
• 윤활관리규정,
• 윤활관리기준표
• 윤활관리 점검표

제조설비의 관리 착안사항(2/2)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1. 제품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정하고,

- 설비에 대한 운전표준, 윤활관리

유무
3. 윤활관리체계

- 윤활 관리 체계수립 및 표준화
(설비관리규정 내 표준화 가능, 설비별
윤활필요부위, 유종선택, 윤활관리기준 설정,
실시, 폐 윤활유 처리방법 등)

표준화여부
4. 윤활관리 자격보유
또는 관련 교육 이수
5. 윤활관리 실시 상태

•설비관리규정
• 설비이력(관리) 대장

사내표준에 규정
2. 외주처리 공정설비의

관련표준 및 기록

- 제작자 설비 매뉴얼 내 윤활관리 확인

•설비점검기록부
• 교정성적서
• 설비운전표준
• 윤활관리규정,
• 윤활관리기준표

- 윤활관리 실시 : 윤활관리 점검표

• 윤활관리 점검표

윤활관리 체계(예)
신규 설비 도입

←――

사용 윤활유 관리규정

←――

일상․정기 급유 기준서

←――

사용량 분석 현황표

←――

저장관리 기준

←――

정기분석기준서갱유기준 관리표

←――

사용량 분석 보고서

↓
윤활유 점검 급유 기준서
↓
사용량 파악 및 수급계획
↓
보관관리
↓
급유계획 및 실시
↓
급유실시 분석 결과보고
↓
불출 및 폐기관리
↓
윤활관리규정 기준 재검토

윤활관리 점검기준 작성(예)
작성자

윤활관리 점검표
소속

설비명

제작처

제작일

과장

부장

설비No.

윤활유 선정
No.

윤활

급유

개소

방법

사용 현
조건 사 제작처
용

-

적정

용량

급유자

(ℓ)

(ℓ)

일

주 월

분
기

교환
년

주기

윤활관리 효과
설계와 재질등의 개선에 따른 부품의 수명연장과 교환비용 감소에 의한 보수비 절약
고장률 감소에 의한 휴지손실의 방지
설비의 감소에 의한 투자금액의 절약
마찰감소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
가동률, 기계효율 향상에 따른 설비 투자액 절감 등

4. 제조설비의 관리(2)


2)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
설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5점)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규정에 따라
점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제조설비의 관리 착안사항(2)
평가힝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이력카드설계
ü 전면 : 설비명, 관리번호, 모델명, 제원,

1.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 보유 여부
2. 설비이력관리의 적정성

구입일자, 설치일자, 주요부품목록, 사진 등
ü 후면 : 구설비명, 고장부위, 고장내역
조치내역, 사용부품 등

- 설비제작자 보전메뉴얼 확보
3. 설비별 설비점검 기준의
적정성
- 작업자(기계사용자) 및 전문가 점검구분
4. 설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여부

- 예방보전 실시- 설비점검기록표
- 부품교환관리(교체주기, 점검방법, 교체여부,

5. 점검의 기록, 관리

사용내역, 재고량 등)

- 해외 수입 부품공급 관리(공급에 장시간
소요)

• 설비관리규정
• 설비이력(관리)대장
• 설비점검 기준표
• 설비점검 기록부
• 부품현황(필요시)

설비 점검기준(예)
점검
개소

점검항목

점검기준

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이상시

점검

조치사항

기록

▶ 설비점검기준 작성 방법
ü 점검개소 : 모터, 감속기, 베어링 등 설비의 부분 명칭을 기재
ü 점검항목 : 모터의 작동상태, 감속기, 소음 등 해당개소의 점검내용 기입
ü 점검기준 : 누수, 마모가 없을 것 등 양호한 상태를 기록
ü주

기 : 월, 주, 일 등 점검주기 기록

ü 점검방법 : 육안, 소리, 게이지 등 점검도구를 기록
ü 이상시 조치사항 : 수리의뢰, 부품교환 등 설비 이상시의 조치내용을 기록
ü 점검기록 : 설비점검 기록부, 작업일지, 윤활관리 등 점검기록 양식명을 기록

5. 검사설비의 관리(1)


1)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
검사를 위해 사내표준에 검사설비 관리
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5점)



시험·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
험·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점
검주기‧점검방법 또는 외부시험설비 이
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검사설비의 관리 착안사항(1)
평가항목해설

1. 검사설비관리체계 수립
여부 및 표준화 여부

중점준비사항

- 시험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보유
하고있는지
-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2. 시험․검사설비 점검기준
- 검사설비 관리체계 수립(구매, 등록, 입출,
설정의 적절성 여부

관련표준 및 기록

대출, 사용, 보관, 교정, 점검, 수리, 폐기 등)

• 검사설비규정

5. 검사설비의 관리(2)


2)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험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5점)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검
사를 위해 적정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
하고 검사설비의 정밀 정확도를 위해 교
정주기, 점검, 외부시험설비 이용 등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검사설비의 관리 착안사항(2)
평가항목해설

중점준비사항

관련표준 및 기록

- 점검방법구분(작업자, 보전전문가)
- 일상(정기)점검 : 사용자 점검가능
1. 점검기준에 의한 점검실시 - 특별(정기)점검 : 분해, 교체 등 전문가
가능 구분 기준설정 고려
및 기록유지 여부
2. 보유 시험․검사설비의
주기적 교정

- 외주업체 설비 이용 시 이상유무 확인후
사용
- 교정주기설정(KOLAS 권장주기 교정)

3. 표준물질 인증여부

- 표준물질(표준비교시편, 표준화학약품 등)

4. 검정대상 측정기
정기점검여부

- 교정, 인증실시 및 결과 검토 및
태그부착

5. 점검표 기기에 부착여부

- 사용가능여부 판단 사용
- 관리대상 측정기 점검 및 교정증명서
부착
- 보정표 부착

• 시험․설비
점검기준표
• 외주업체 설비
점검 관리상태
증거 자료 등
• 교정계획서
• 각종 교정성적서
• 표준물질인증
성적서

■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제품을 제조. 검사
하는 과정에서 측정오류는
ü 불량품 양산
ü 각종 기기의 잦은 고장
ü 안전성 미흡
ü 리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제품의 결함이 고객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시험설비의 교정 필요성(측정표준의 소급체계)
1. 시험설비의 교정은 왜 필요한다?
ü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ü

측정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ü

생산 제품의 불량률을 낮춤

ü

생산 제품의 성능을 향상 시킴

ü

정확한 측정기의 사용은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다

(예) ◉ 제조업체 : 불량품 양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소비자 : 음식료품 등의 실제량 부족
각종 기기 제품의 잦은 고장 및 안전성 미흡
◉ 의료분야 : 오진으로 인한 고통 및 의료비 추가 부담

■ 시험설비의 교정 필요성(측정표준의 소급체계)
2.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들은 정확한가?
ü

각종 측정기는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주위환경, 사용
빈도, 내구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부정확하게 된다.

ü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 시험설비의 교정 필요성(측정표준의 소급체계)
3. 정확한 측정은 어떤 이익을 주는가?
ü

생산공정에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ü

고(高)기능성의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ü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

ü

각종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을 보장해 준다.

◆ 위생안전기준 항목별 유해성 ◆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카드뮴

0.0005 ㎎/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 ㎎/L 이하

수은

0.0001 ㎎/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L 이하

셀레늄

0.001 ㎎/L 이하

페놀류

0.0005 ㎎/L 이하

납

0.001 ㎎/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L 이하

비소

0.001 ㎎/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6가크롬

0.005 ㎎/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L 이하

시안

0.001 ㎎/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L 이하

질산성 질소및 아질산성 질소

1 ㎎/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L 이하

불소

0.15 ㎎/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사염화탄소

0.0002 ㎎/L 이하

색도

0.5도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04 ㎎/L 이하

탁도

0.2 NTU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 ㎎/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아민류

0.01 ㎎/L 이하

벤젠

0.001 ㎎/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L 이하

아연

0.3 ㎎/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L 이하

철

0.03 ㎎/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 ㎎/L 이하

구리

0.1 ㎎/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L 이하

나트륨

20 ㎎/L 이하

스티렌

0.002 ㎎/L 이하

망간

0.03 ㎎/L 이하

1,2-부타디엔

0.001 ㎎/L 이하

염소이온

25 ㎎/L 이하

1,3-부타디엔

0.001 ㎎/L 이하

증발잔류물

50 ㎎/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L 이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나. 스테인리스(텅스텐, 니켈-크롬도금)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다. 주철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마. 폴리에틸렌(PE)(폴리케톤 : 일산화탄소+PE+PP 의 공조합) 재질
바. 폴리프로필렌(PP)(PPS)(산토프렌: EPDM+ PP) 열가소성 재질
사. 폴리부틸렌(PB) 재질
아. 폴리염화비닐(PVC)재질
자. 폴리아미드(PA)(나일론), 나일론6, 66 : 자+하 재질
차. 폴리술폰, PES(PolyEterSulfone)폴리에테르슬폰재질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노릴:
PPO+플라스틱+고무)재질
타. 폴리옥시메틸렌(POM)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아세탈)
(강화플라스틱:카본화이버+Noryl),PPO (폴리페닐옥사이드)재질
파. 에보나이트재질
하.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수은, 페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안,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아민류(수입금지 품목으로 시험불가)

거. 아크릴 수지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재질이거나실리콘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SMC(강화유리섬유폴리에스테르)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EPDM)(NR)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NBR)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마+어. 불소고무(테프론:PTFE)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저. 아스팔트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처. 시멘트 재질(세라믹, 알루미나)의 재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
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
-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
비고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 ㎠/L 이하인 경우
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비고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
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비고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
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 검사의 정의
검사란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측정한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의 적합품, 부적합품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 검사의 목적
목적

특징
▪ 로트의 합격․불합격의 여부 결정

1

좋은 로트와 나쁜 로트의 구별

▪ 원․부자재, 외주 납품검사
▪ 회사 내 공정간 검사
▪ 고객으로부터 인도 여부 검사

2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구분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철저하 구별

3

공정 변화 탐지

관리도 등을 통한 공정변화 탐지

4

품질 등급 결정

제품의 부적합 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

5

검사자의 정확도 파악

검사의 유효성 및 과오 평가

6

계측기 검사

표준시편을 이용한 계측기 정밀․정확도 평가

7

제품의 성능평가

제품의 사용적합성 평가

8

공정능력 평가

공정의 변동 평가

▣

검사의 방법

1. 개별검사(전수검사)
제품 개개의 단위에 대하여 전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제품이 고가일 때, 치명적인 부적
합을 조사할 때, 부적합품이 많아서 설별을 요할 때 등에 적용한다.
2. 샘플링 검사
제품의 로트에서 빼낸 샘플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
격을 결정한다.
3. 체크검사(관리 샘플링 검사)
제조의 공정관리 또는 기게의 조정 등을 위하여 소수의 샘플을 채취하여 체크하고, 예를 들
면 작업 조정시의 초품 검사, 정기적 순회 점검 검사 등이다.
▣

검사 로트(LOT)의 구성

► 로트란?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의 단위(여러 개 또는 상당 수량의 한 덩어리)
-제품의 품질를 관리하려고, 동일 원료, 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그룹

▣

관능검사의 관리

►관능검사
-기능적 품질 : 물리․화학적 검사
-매력적 품질 : 관능검사

►관능검사(官能檢査)란 (Sensory Evaluation / Sensory Testing)
① 인간의 감각을 이용하여 품질을 평가, 판정하는 검사
② 통계학 이론을 기초로 미리 충분히 계획된 조건 하에서 복수(複數)의 인간의
감각을 계기(計器) 로 해서 물건의 질을 판단하여 보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검사의 수단

▣

한도견본, 표준견본 관리

► 한도견본, 표준견본이란
검사항목 중에는 측정기기나 지그로 계측할 수 있는 항목과 관능검사(인간의 감각-촉
각, 시각, 미각, 청각, 후각)으로 검사 가능한 항목이 있다.
이와 같은 관능검사에 의한 항목의 판단 기준은,
①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② 피로나 기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③ 판정기준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하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도견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도견본(한도견본)

-규격한도로 설정한 관능적 특성의 견본
▷적합품으로 판정하는 최저(상한) 품질의 견본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최저(상한) 품질의 견본
◾

표준견본(표준견본)
▷공정평균으로 설정한관능적 특성의 견본

▣

샘플링

► 샘플링의 목적
샘플(sample ; 시료 라 함은 “ 모집단으로 부터 어느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말함
공장에서 원재료나 제품을 샘플링하는 목적은 대상 모집다에 대한 특성치를 추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모집단, 즉 로트에 대해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 샘플링 방식
1) 단순 랜덤 샘플링
크기 N의 로트로부터 크기 n의 시료를 무작위로 뽑는 난수표, 난수, 주사위, 칩(chip)
등을 사용하여 KS A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료를 추출하는 것
2) 계통 샘플링
크기 N의 물품이 일렬로 배열 되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n개의 시료를 추출하는 법
(0표가 시료롤 뽑히는 경우임)
1 ② 3 4 5 6 7 ⑧ 9 . . . . . . 같다
3) 지그재 샘플링
계통 샘플링의 간격을 복수로 하여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

샘플링 검사

(1) 샘플링 검사의 정의
샘플링 검사란 로트로 부터 샘플을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기준
과 비교하여 그 로트의 합격, 불합격판정을 하는 것이다
(2)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① 파괴 검사의 경우 : 재료의 인장강도시험, 수명시험 등
② 연속체나 대량제품 : 석탄, 전선, 가솔린, 볼트, 너트 등
(3) 샘플링 검사가 전수검사 보다 유리한 경우
① 다수 다량의 것으로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괞찬은 경우
② 기술적으로 보아 개별 검사가 무의미한 경우로 브레스 부품, 구조품, 성형품 등
③ 불완전한 전수 검사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로, 검사 수량과
검사항목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 쪽이 신뢰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