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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quirements of QPA(Quality Process Audit), which is a process quality audit system for 
secondary defense contractors, compared with those of DQMS(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evaluate whether the 
deployment of QPA meets the DQMS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rough the case example of Company H.

The evaluation items of QPA are composed of five categories such as Material Management, Incoming Inspection, Manufacturing 
Process, Product Evaluation, and Packaging Management. The QPA requirements are mainly related to the chapter 7(support) 
and chapter 8(operation) of DQMS standards. In this view point, QPA can be expected as an effective audit for suppliers preparing 
for DQMS certification.

In the case example, we evaluate the results and effects of improvement due to QPA and compare it with the case of DQMS. 
QPA can be used as appropriate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of secondary and tertiary defense contractors and can provide 

the basis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steps in DQMS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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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요즘 부분의 군수품 제조업체들은 ISO 인증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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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국방품질경 시스템(DQMS: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 획득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DQMS 인증제도란, 국방기술품질원이 규정한 요
구사항에 따라 품질경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가 되었을 때, 인증심사를 통해 격업체로 정되어 
인증서를 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품질경 시스템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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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소기업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 품질시스템 구축
에 정 인 향을 끼치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5]. 불량
률, 제품성능, A/S 는 재처리비용 등의 비재무 인 품질

경 성과에 효과가 있고[2], 사후 리 심사에서 개정된 규

격으로 시스템 수도, 품질 도구 사용빈도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9]. ISO 인증만 받은 경우보다 
DQMS 혹은 DQMS, ISO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고
객의 불만이 게 받고 있다는 기존 연구를[10] 볼 때, 군수
품의 품질 향상을 목 으로 DQMS 인증을 획득하려는 노
력이 계속 이어지는 상을 알 수 있다[3, 4, 6]. 그리고 
DQMS 인증은 경 개선, 경쟁력 향상 등에 효과 인 것으

로 분석되고 있고[12], 정부 역시 DQMS 인증제도의 확산
을 통해 군수품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7]. 그러
므로 DQMS 인증에 해 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향상
에 끼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11], 인증 비 시 

심을 가져야 할 요구항목이나, 기업이 응해야 할 주요 
항목들과 같이 DQMS 인증 취득을 비하는 과정에 기업
들이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8]. 단, DQMS 인증이 군수품이라는 특성을 강조함으
로써 업체가 어느 정도 과도한 부담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체계 으로 분석할 만한 여력이 없는 소기

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3]. 
DQMS는 군수물자 체를 통틀어 필요한 모든 사항이 

요구되므로 그 내용이 방 하고 포 이다. 육, 해, 공군을 
비롯하여 소재, 장, 기구, 화학, 피복 등의 분류들이 모두 
속해 있게 때문에 자사에 맞는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비하는 업체 입장에서 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방산 력
업체는 부분 소기업으로서 한정 인 인원과 구조로 구

성되어 거의 모든 업무가 제품의 제조와 납품에 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2차, 3차 방산 력업
체가 DQMS 인증 단계 이 에 품질 리 방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 단계가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DQMS 요구사항  “8.4 항 외부에서 제공되는 로세

스, 제품  서비스 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직은 외부
에서 제공되는 로세스, 제품  서비스를 공 할 수 있

는 능력을 근거로 외부공 자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
링  재평가에 한 기 을 결정하고 용하여야 하며, 
이들 활동에 한 평가를 통해 발생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한 문서화 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검증하기 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외부공 자 

시설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외부공 자의 로세스, 제품의 합성
나. 외부공 자에 한 검사  시험에 한 문서

다. 제품의 검사 는 서비스의 검증

DQMS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외부공 자 즉, 력업체들에 해 자체 인 검증 시스템

을 구축하여 평가하고 있다. 특히 표 인 방산업체인 H
社는 QPA(QPA: Quality Process Audit)라고 하는 품질공
정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력업체를 평가하고 있다. 
QPA가 2차, 3차 방산 력업체 품질 리의 방안으로 

하고 DQMS 인증 비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

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QPA에 한 구조를 분석하고 DQMS의 

항목과 비교하여 국방품질 규격에 한 응방안으로서 

QPA가 합한지에 해 연구한다. QPA 용사례를 연구

하여 DQMS 인증 취득 목표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QPA 수행 이후 품질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 DQMS 인증을 획득을 완성할 수 있는지
에 해 알아본다.

2. QPA의 평가체계

2.1 QPA 평가 부문

QPA는 자재 리(Material Management), 수입검사(In-
coming Inspection), 제조공정(Manufacture Process), 제품
평가(Product Evaluation), 포장 리(Packaging Manage-
ment)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항목들과 연 이 있

는 DQMS 항목을 분석하기 해 우선 DQMS를 “Plan-Do-
Check-Act”사이클 으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다. 계
획(Plan)단계는 시스템과 로세스의 목표를 수립하고 필
요자원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행
(Do)단계이다. 검토(Check)단계는 방침, 목표, 요구사항 
 계획된 활동에 비하여 제품  서비스를 모니터링 

 측정하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조치(Act)단계이
다. <Figure 1>은 DQMS의 4장부터 10장까지를 PDCA 사
이클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DQMS structure

DQMS에서 7장 지원(Support)과 8장 운용(operation)이 
바로 실행단계이다. 7장과 8장은 고객 만족 증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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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7.1.5.3 Internal test
 7.2.1 Education training
 8.1.1 Acceptance criteria for products and processes
 8.1.2 Quality assurance activity plan

 8.1.3.1 Shape identification 
 8.1.3.2 Shape control
 8.1.3.3 Shape check
 8.1.3.4 Maintain shape data
 8.1.4 Prevention of counterfeiting or tampering
 8.1.5 Avoid use of suspected unauthorized parts

 8.4.2.1 Verification of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8.5.1.1 Production process review
 8.5.1.2 Management of special processes
 8.5.1.3 Work instruction
 8.5.1.4 Software loading process management
 8.5.1.5 Preventive maintenance
 8.5.4.1 Storage and inventory
 8.5.4.2 Damage and deterioration
 8.5.5.1 Handling of user complaints and quality information
 8.7.3 Management of nonconforming products

<Table 1> DQMS Chapter 7&8 Items Added from ISO

QPA Item QPA Requirements Related DQMS items

Material
Management

MM1 Material storage standards

8.5.4.1 Storage and inventory
8.7.3 Management of nonconforming products

MM2 Material warehouse management
MM3 Material identification
MM4 Prescription Material Standards
MM5 MSL Material Management
MM6　 First-in/First-out(MM6)
MM7 End-of-life management

Incoming
Inspection

I1 Inspection standards

8.1.4 Prevention of counterfeit parts
8.1.5 Avoid use of suspected unauthorized parts
8.4.2.1 Verification of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8.4.3 Information for external providers

I2 Inspection selection standards
I3 First product approval process
I4 Verification of data
I5 Inspection history management
I6 Nonconforming products management
I7 Measuring equipment management

<Table 2> QPA Items, Requirements and Related DQMS Items

필요한 자원을 결정, 확보  제공하여, 조직 내 인원이 
원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조직의 능력을 향상하고, 조직
의 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 할당, 모니터링, 평가, 
최 화  유지하기 한 내용과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

아 제품을 출하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다. QPA는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부문을 평가하므로 실행단계와 매우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QPA는 DQMS에 
비해 내용이 소하여 7장과 8장의 항목  7.2 인식, 7.4 
의사소통, 8.2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서비
스에 한 설계  개발 등은 연 성이 없으므로 이 항목

들에 해서는 추가 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2 QPA 부문별 요구사항

DQMS는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해 ISO 9001 품
질경 시스템을 기반으로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

사항이 추가된 규격이다. 각각의 최신 규격을 살펴보면 
ISO 9001:2015는 65항목, KDS 0050-9000-5(2020)는 89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DQMS에는 품질매뉴얼, 윤리경 , 
내부시험, 교육훈련 등 조직 업무 등이 구체화 되어있다. 
형상 리, 조 변조 방지, 특수공정, 소 트웨어 리 등 

방산사업에 특화된 업무  방보 , 불합격품의 리, 
내부 심사, 생산 로세스 개선 등 최근 방산업체의 반
인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24개 항목  

7, 8장에 80% 이상인 20개가 추가되어 있고, 이 항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항목들은 군수업체가 품질경
체제를 수립, 실행, 유지하기 해 집 으로 리해야 

할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QPA 평가부문과의 계를 
찾아내고, 7, 8장 항목 에 내용상 가장 한 계가 

있다고 단되는 항목을 분석하여 <Table 2>로 나타내었
다. 를 들어, “7.1.4 로세스 운용 환경”은 제품 합성 
달성에 필요한 환경 조건인 온도, 습도에 한 요구사항으
로 제조공정과 부합되고, “7.1.3 기반구조”는 제품 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 조건인 장비(소 트웨어 포함)에 한 
요구사항으로 제품평가와 련이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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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 Item QPA Requirements Related DQMS items

Manufacture
Process

MP1 Manufacturing environment standards

7.1.4 Environment for the operation of processes
8.1.1 Operation risk management
8.5.1.1 Production process review
8.5.1.3 Work instruction

MP1 Worker certification
MP2 Updating work instruction
MP3 Classification mark by process
MP4 Self-inspection standards
MP5 Change management
MP6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MP7 Clean room management

Product
Evaluation

PE1 Laboratory management

7.1.3 Infrastructure 
7.1.5.3 Internal test
7.2.1 Education training
8.5.1.5 Preventive maintenance

PE2 Inspection standard, Inspector Certification
PE3 Inspection equipment management
PE4 Instrument calibration
PE5 Management of nonconformities
PE6 Cycle test
PE7 Shipment inspection

Packaging
Management

PM1 Packaging working standards

8.5.4 Preservation
8.6 Release of products and services

PM2 Pass identification
PM3 LOT identification
PM4 Antistatic packaging standard
PM5 Buffer treatment
PM6 Box and label management

<Table 2> QPA Items, Requirements and Related DQMS Items(Continued)

2.2.1 자재관리(MM: Material Management) 

자재 리를 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보 기 을 수립

하여 장에 배포하고 자재창고의 주기 인 리가 필요

하다(MM1). 자재창고 리기 에 따라 온도, 습도, 조도 
리가 필요하고(MM2), 자재에 한 식별  추  리가 

되어야 하며 자재 입고 시 장 치가 지정되어 보 되어

야 한다. 그리고 부 합품 리 장, 부 합보고서 작성, 
부 합품 격리조치 등의 부 합 리가 필요하다(MM3). 
수명이 있는 시효성 자재, 습기 민감 자재(MSL: Moisture 
Sensitivity Level) 등에 해 표 을 수립하여 업무에 반

하여야 하고 용 설비로 리하여야 한다(MM4, MM5). 
재고는 수량이 일치하고 선입/선출을 시행하여야 하고
(MM6), 단종부품에 해서는 기 을 수립하여 리하여

야 한다(MM7).
자재 리와 연 된 DQMS 항목을 살펴본다. “8.5.4.1 보
  재고”는 재고품의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하여 제
품의 상태는 계획된 주기로 평가하고 보 을 최 화하기 

해 선입/선출 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효력이 상실된 제
품은 부 합품으로 취 하여 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7.3 불합격품의 리”는 불합격품으로 정된 제
품을 식별하여 합격품과 분리하여 리하여야 하고, 불합
격품에 한 리방안을 마련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으로 

불합격품을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자재 

보 의 기 에 한 반 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2.2 수입검사(I: Incoming Inspection)

수입검사는 우선 첫 번째로 외부공 자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 자료의 일치성, 포장에 표
시된 부품 로트 번호와 외곽 라벨 로트 번호의 비교, 포장 
재작업 흔  여부, 업체 바코드 스캔 결과(부품번호, 로트 
번호 등의 인식)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별 조 가능성
과 조 이력을 조사하여 조 리스크 품목으로 선정하고, 
조품 발견 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책을 해 문서화 

된 정보에 포함 시킨다. 부 합 발생 리스크가 크다고 

단되는 경우 해당 로세스, 제품  서비스에 해 주기
인 검이 필요하다(I1). 수입검사자의 자격인정 평가와 
그에 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비에 해 정기 검 시트가 필요하다. 조 변조 방

지에 한 교육과 입고품목 모니터링  측정 수행 문서가 

기록되어야 한다. 수입검사의 기 서, 차서, 성 서가 

리되어야 하고 수입검사 표 은 부품별 특성에 따라 

리되어야 하며 검사 상과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I2). 최  생산품에 해서는 별도로 검사하여야 하고(I3), 
증빙서류는 반드시 검증하여야 하며, 특히 특수공정 성
서는 요도를 높여 검증하여야 한다(I4). 수입검사 과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리하고(I5) 불합격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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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품과 격리하고 그 이력을 리하여야 하며(I6) 측정 
장비는 검사항목에 한 장비에 해 교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I7).
수입검사와 연 된 DQMS 항목을 살펴본다. “8.1.4 

조 는 변조의 방지”는 외부공 자의 품질보증 증빙서류

의 조 변조를 방지하기 해 한 방법을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8.1.5 의심되
는 미승인 부품의 사용 방지”는 이런 부품에 해 식별하
고 사용을 방하는데 합한 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

하며 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4.2.1 외부에서 
제공되는 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검증”은 외부공 자

로부터 제공된 객 인 증거에 하여 설명하고 있고, 
“8.4.3 외부공 자를 한 정보”는 외부공 자와 의사소통

하기 이 에 요구사항의 타당함과 충분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요구사항들은 수입검사 상  
자료 검증과 한 연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3 제조공정(MP: Manufacture process) 

제조공정은 리기 에 따라 온도, 습도, 조도를 리하
여야 하고 제조공정 리를 한 작업지침서에는 문구와 

도해 등이 명확하고 실질 인 방법으로 일솜씨 기 이 포

함되어야 한다(MP1). 작업자는 자격인정 상자로 평가하

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수해야 할 안  

련 법규 요구사항과 사고 방을 한 주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MP2). 작업 표 서를 작성하여 장에 배포

하고 공정을 주기 으로 리하며 작업자인증서, 도면 등 
승인된 최신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MP3). 제품 보  시 

공정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불량 부품에 한 부 합처

리 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MP4). 자주 검사를 표
화하고 검사기록을 유지하며 측정 장비는 교정이 필요하

다(MP5). 공정에 한 변경 발생 시 검증  표 화하여 

이력을 리한다(MP6). 결함 발생 건에 해서는 책을 
수립한 후 제조공정에 반 하여야 한다(MP7). 정 기  

클린룸은 기 을 수립하여 리하여야 한다(MP8).
제조공정과 연 된 DQMS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8.1.1 제품  로세스의 수락 기 ”은 제품이 요구사
항에 합함을 알 수 있는 기   형상정보를 식별할 수 

있고 제품 수락 에 고객이 승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활용을 한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작업

지침에 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8.5.1.1 생산 로세스 
검토”는 인원, 기반구조, 재료, 작업방법  환경 등에 한 
계획이 생산 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한 충족과 

로세스 출력물에 한 검사  시험을 통한 로세스의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조환경과 작

업자에 한 리기 으로 볼 수 있다. “8.5.1.3 작업지침
서”는 제품 요구사항에 한 합성에 향을 주는 로세

스의 운 에 하여 책임이 있는 인원을 한 지침서를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2.4 제품평가(PE: Product evaluation) 

검사실은 리기 에 따라 정리정돈이 필요하고(PE1), 
검사표 을 작성하여 검사실에 비치하고 검사자 자격인정

상자의 평가에 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PE2). 검사
장비는 설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리하고 소 트웨어가 

있는 경우 같이 리하여야 하며 계측기에 해 정기 검 

시트  성, 정도 확인, 교정 리가 필요하다(PE3, 
PE4). 검사기 서, 시험 차서, 시험성 서를 리하여야 

하고, 완제품 식별  추 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 합품 

리 장과 부 합보고서가 작성되고 부 합품은 격리조

치를 하여야 한다(PE5). 주기시험 리기 에 따라 필요한 

모든 부품의 주기시험이 정상 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문

제 발생 시 고객에게 통보가 정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E6). 출하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한 재검사는 최소 5개 
Sample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E7).
제품평가와 연 된 DQMS 항목을 살펴본다. “7.1.5.3 내

부시험”은 자체 시험에 해 범 를 결정하고 기술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 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어 시험시설의 필요사항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

석할 수 있다. “7.2.1 교육훈련”은 제품 요구사항에 한 
합성에 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 해 교

육훈련이 필요한지 악하고 역량/ 격성 달성에 한 문
서화 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사자

의 교육훈련으로 분석할 수 있다. “8.5.1.5 방보 ”은 
로세스 장비가 최  상태로 유지  리되고 있음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사장비에 갖추어야 할 내

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2.2.5 포장관리(PM: Packaging management) 

포장작업에 한 검사기 서  성 서가 외  검사 

주의 항목이 아닌 포장작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해 작업

자가 실질 으로 수했는지 여부를 자가 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포장작업지침서에는 내부포장, 외부포장, 테
이 에 한 사양도 반 되어야 한다(PM1). 최종성능시험 
완료 후 합격 라벨을 부착하고 식별한 이후 포장을 하여야 

한다(PM2). 각 완성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혼입을 방지
하고 로트가 식별되도록 하며(PM3), 정 기 방지 포장이 

필요한 제품은 용 팩을 사용하여 포장한다(PM4). 단  

포장  겉 포장 시 손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품 간에 

완충처리가 필요하며 출하 에 재차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PM5). 수명 리가 필요한 제품은 제품의 이력 리를 한 

선입/선출 리가 필요하다(PM6). 포장 Box는 지정된 것 
이여야 하고, 월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P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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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valuation 
Division

Weight Result(Before) Result(After)

All Necessary General Necessary General Perfection Necessary General Perfection

1 Material
Management 102 62 38 58 16 74 64 26 90 

2 Incoming
Inspection 90 30 70 54 19 73 70 27 97 

3 Manufacture
Process 327 85 15 47 18 65 66 27 93 

4 Product
Evaluation 72 50 50 47 24 71 70 29 99 

5 Packaging
Management 66 41 59 70 24 94 70 28 98 

Grade/Rank 72.2 / C 94.4 / A

<Table 3> QPA Results Report

포장 리와 연 된 DQMS 항목을 살펴본다. “8.5.4 보
존”의 요구사항에는 제품의 합성 보장과 필요한 정도는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출력을 보존하여야 하고 

보존에는 식별, 취 , 오염 리, 포장, 보 , 달 는 수

송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포
장에 한 보존 리로 분석할 수 있다. “8.6 제품  서비
스의 불출/출시”에는 제품  서비스의 불출에 해 승인
권자에 한 추 성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포장 리에서 완성품에 한 일련번호와 로

트 리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QPA의 용사례

실제 당사에서 수행한 QPA 용사례를 소개하도록 한

다. 최  심사 후 발생한 지 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

선하 으며 이후 심사에는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알아보

도록 한다. 그리고 DQMS 부 합 사례와 비교하여 서로의 

연 성을 확인한다.

<Figure 2> Filter Catalog 

QPA 상은 방산용 자  필터이다. 이것은 기로 
구동되는 군수품이 일정한 규제치의 자  환경 내에서

도 고장을 유발하지 않고 정상 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방산 자  용규격을 만족하는 최

의 맞춤형 필터이다. <Figure 2>는 이 필터의 특성과 사양
을 나타낸 카탈로그이다.

3.1 평가 결과

<Table 3>은 실제 진행한 QPA 결과를 시로 나타낸 
것으로, /후의 결과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QPA는 평가부문(Evaluation Division) 별로 비
(Weight)을 정하고 필수(Necessary)와 일반(General)항목
으로 나 고 부문별 완성도(Perfection)의 수 평균이 평

(Grade)으로 집계된다. 평 이 90  이상이면 A, 이하 
10 씩 B, C, D등 으로 나 다. 평가에 한 비 은 제조

공정이 가장 높고, 자재 리, 수입검사, 제품평가, 포장
리 순이다. 필수가 70%, 일반이 30%이고 각 심사 부문별 
개별 수가 1개 부분이라도 60  미만의 경우 상 등 (B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핵심항목  1개 부문이라도 2
 이하일 경우 상 등 (B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즉, 
핵심항목이 미흡하면 B등  이상을 취득하기 어렵다. C등
 이하일 경우 B등 으로 상향될 때까지 개선 책을 수

립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Table 4>는 개선 /후 심
사의 완성도에 해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Table 
3>의 결과를 이다 차트로 나타낸 것으로 개선 후에 
체 인 배 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의 배 은 1에서 3 까지이다. 그러나 그 요도

에 따라 가 치 한 1∼3 으로 한 항목에서 최  9 의 

감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9 이 배 된 항목은 반

드시 좋은 수를 받기 한 계획이 필요하다. 최  심사 

시 제조공정 부문에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와 그에 한 

개선이 시 하 고, 포장 리 이외에 다른 부문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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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다수 도출되었다. 개선 후 모든 
부문이 90  이상의 A등 을 받게 되었는데 구체 으로 

어떤 부분을 시행하 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Perfection radar chart

Result
(Before)

Result
(After)

<Table 4> QPA Perfection Radar Chart

우선 제조공정 부문에서 가장 많이 지 을 받은 작업지

침서에 해 모든 공정별 작업조건에 표 을 설정하여 반

하 고. 생산 장에 클린룸 시설을 갖추어 제조 환경을 
개선하 다. 자재 리 부문은 항온, 항습 챔버를 갖추어 
자재의 온도, 습도 리의 완성도를 높 고, 수입검사와 제
품평가 부문은 선정된 상과 항목에 따라 검사지침과 검

사 차서의 내용을 개정하 다. 

3.2 개선 내용

3.2.1 자재관리 

[MM3] 자재 보  시 품목별로 제품이 구분되고 보  

인 부품에 식별 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부품 혼입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해 부품 입고 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티커가 출력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혼입을 방지하 다. 그에 따라 
보  인 자재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MM5] 입고되는 자재는 선입/선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미흡하면 오래된 부품이 재고로 유지되었다

가 제품화되어 불량을 래할 수 있다. 이에 한 책으
로 자재 수입검사 후 합격스티커에 월 정보를 추가하여 

같은 보 장소에서도 먼  검사한 부품의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MM7] MSL 자재는 리스트를 만들어 구분하여 리하

고 항온, 항습 챔버에 보 되지 않을 시 진공 포장(방습제, 

습도지시계 포함)을 이행하여 보 하여야 한다. MSL 자
재가 습기에 노출된 경우 부식에 의한 불량을 래할 수 

있어 포장, 보 , 취 에 한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MSL 등 은 1, 2, 2A, 3, 4, 5, 5A, 6으로 구분되어 있고, 
높은 등 일수록 습기에 더 민감하다. <Table 5>는 MSL 
벨별 방습포장 형태를 지정한 것으로 포장  건조, 방
습포장 팩 사용, 방습제 사용, 습도표시카드 사용, 주의 라
벨 용 등을 나타낸 표이다. 방습포장 시 습도 표시카드
는 5%, 10%, 60%를 표시할 수 있게 최소 3가지 색의 으
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 방습 포장재에 삽입하여 부품의 

습도 변화를 찰할 수 있다. <Figure 3>은 방습포장의 형
태를 나타낸 것으로 각 구성요소의 치를 알 수 있다.

Level Drying 
Moisture
Barrier

bag

Desic-c
cant

Humidity 
indicator

card

Caution
label

1 X X X X X
2 X O O O O

2A~5A O O O O O
6 O O O O O

<Table 5> Marking of MSL rating label

<Figure 3> Moisture-Proof Packaging

3.2.2 수입검사 

[I1] 검사의뢰에서 완료까지 통상 기간을 지정하여 합격
/불합격 확인 후 련 부서  공 업체에 통보 기간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차서에 검사의뢰일 기 으

로 3일 이내로 검사 완료  통보 기간을 지정하여 반 하

다.
[I3] 최  생산품 검사 성 서가 다른 성 서와 구분되

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하여 최  생산품에 해 별도의 

도장을 어 식별이 잘 되게 하 고 최  생산품 승인 이

후 품질문제 해결,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검하여 이상 없
을 시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I4] 입고 부품 성 서에 한 조 변조 방지를 한 

로세스가 요구되어 조 변조 방지 책을 한 확인 

 처리 방안을 수립하 다. 증빙서류는 조건에 따라 조 
변조 품목의 허 문서에 해서 검증하고, 속 소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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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1E Item Changes self customer partners

Man
main process worker, inspector ● ● ●

general process worker, inspector ● - -

Machine

facilities new, remodeled ● ● ●

jig jig ● ● ●

dedicated equipment manufacturing, inspection ● ● ●

general equipment general equipment ● - -
mold new, modification ● - ●

work place factory, assembly, lay-out ● ● ●

Material
raw materials raw materials ● ● ●

parts needed parts needed ● ● ●

subsidiary materials subsidiary materials ● - -

Method

technical data documents, drawings ● ● -
documentation BOM, work guide, software ● - -

2nd Vendor
special process company ● ● ●

general trader ● - -
Environment environment temperature/humidity, ESD ● - -

<Table 6> 4M1E Matrix Taxonomy

분을 확인할 수 있는 mill-sheet에 해 원 소재 추 성 

리방안인 단량 리를 용하 다. <Figure 4>는 속 소
재의 단량 리  추 성 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에 해 나타낸 것이다.

 

<Figure 4> Mill-sheet Traceability Management

3.2.3 제조공정

[MP1] 생산 장에 온습도 리기 과 리 시트가 불

일치하고 정 기에 한 리가 미흡한 것에 해 지 을 

받게 되었다. 정 기는 자부품에 치명 인 결함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최근 방산업체에 필수 인 리 포인트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해 정 기 방 을 뜻하는, 
ESD(Electro Static Discharge) 리 표 을 개정하여 리

하게 되었다.
[MP6] 변경  리를 한 분류가 없어 이에 한 분류표

를 개정하게 되었다. <Table 6>은 제조업체 품질 주요 요소
인 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vironment의 변경내
용에 해 자체 리, 고객사 승인, 력업체 신고 수의 

항목으로 구분한 분류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4M1E 분류표

는 품질 변동을 방하고 공정이 불안정할 경우나 품질문제

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해 활용된다.
[MP8] 클린룸은 기  납땜 작업 시 먼지, 정 기 등을 

리하기 해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 시설로 알려

져 있다. 클린룸 시공 시 정 기 방지를 해 바닥을 정

기 방지 타일로 용하면 리가 아주 유용하다. 정 기 

방지 타일은 자부품을 취 하는 곳에 용되어 보행  

 시 발생하는 정 기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정 기에 

민감한 부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Figure 5>는 정
기 방지 타일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방지성능을 한 

카본블랙과 도성 본드 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 기 방지 타일의 표면 항치는 Ω 정도로 항상 청

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타일이 시공된 작업장에서는 정

기 방지용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표면 
항 측정기로 25 평방 미터당 1곳을 측정하여 이상 발생 
지역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측정결과 3곳 이상 불량이
면 세척  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Figure 5> Anti Electrostatic Ti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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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품평가 

[PE1] 측정실에 보  인 치구에 해 식별  보 상

태가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별 용 치구 박스를 갖추어 

개선하 다. 
[PE2] 검사기 서의 버 이 고객사 등록 버 과 불일치

하여 고객사 정보의 주기 인 모니터링  검사기 서 버

을 업데이트하는 책을 수립하 다.
[PE4] 계측기 리 장에 한 기록  유지가 미흡한 

것을 지 받아 리 장을 ERP에 등재 하여 직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3.2.5 포장관리 

[PM1] 포장지침서에 내부포장, 외부포장, 테이  등에 

한 항목이 부족하여 리가 될 수 있도록 <Figure 6>과 
같이 포장지침서 상에 포장별 공정을 사진으로 구분한 후 

세부 인 내용을 추가하 다.

<Figure 6> Packaging Instructions

3.2.6 DQMS 부적합 사례와 비교 분석

QPA 지 사항을 개선한 사례가 DQMS 인증 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DQMS 인증 업무 차 자료에는 
심사 부 합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1]. 그 에 7장과 8장
에 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자재 리[MM]와 연 이 있는 사례는 “8.7 부 합 출력/

산출물의 리: 완제품 시험  규격 불일치가 발생하여 
원인 분석을 해 고객이 해당 제품을 인하 으나, 조직
에서 임의 인 해제  조치함”이 있다. 이는 완제품 자재
에 한 리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수입검사[I]와 연 이 있는 사례는 “8.4 외부에서 제공

되는 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리: 수입검사 시 불량
률이 높은 업체가 공 자 정기평가 상에서 제외됨”이 
있다. 이는 수입검사의 불량률이 아주 요한 평가 상임

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제조공정[MP]과 연 이 있는 사례는 “8.1 운용 기획  
리: 제조공정별 공정변수인 온도와 시간이 각각의 문서 
는 기록(작업표 서, 제조  QC 공정도, 공정 리일지)
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과 “8.5 생산  서비스 제공: 
건조공정에서 제품별로 공정 리 기 이 수립되지 않음” 
이 2가지로 공정 리에 필요한 기록과 기 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평가[PE]와 연 이 있는 사례는 “7.1 지원: 최근 도

입설비에 해 조직에서 정한 설비 리 장, 목록표, 
검 기록부 등이 작성되지 않음”과 “7.2 역량/ 격성: 시험/
분석 인원에 한 자격부여 기 이 학력만으로 설정됨” 
이 2가지로 검사장비와 검사자의 리에 해 나타낸 것
을 알 수 있다.
포장 리[PM]과 연 이 있는 사례는 “8.6 제품  서비스

의 불출: 최종 제품검사 항목의 검사주기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검사항목에 해 최근 검사를 실행하고 있지 
않음”이다. 이것은 최종성능시험 완료 후 합격 라벨 부착 
후 포장에 한 사항과 연 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3 QPA의 DQMS 인증 효과

앞선 분석을 통해 QPA가 DQMS의 7장, 8장의 요구사항
과 내용이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 다. DQMS 인증을 한 
시스템 구축에서 좀 더 구체 으로 QPA의 효과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력업체의 경우 기업의 경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인증요인이 문서화라는 기존 연구[14]를 토 로 

품질경 시스템의 문서 구조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Figure 7> Framework of DQMS

자사의 품질경 시스템 문서 구조는 <Figure 7>과 같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로세스와 차서, 지침서 그리고 그
에 한 서식  기록의 구조로 되어있다[15]. 1단계인 매
뉴얼에 경 을 포함한 반 인 내용을 규정하고,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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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rocess Contents

Management Process
(MP) Business plan and management review Process Process for meeting the interests of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nd the requirements of standards and laws

Customer Oriented Process 
(COP)

Contract review Process

Process to meet customer-specific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our mission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Purchase management Process

Production management Process
Inspection and examination Process

Support Process
(SP)

Education training Process
Processes to help you run our COP most efficientlyMeasurement and test equipment management Process

Improvement and innovation Process

<Table 7> Configuration of I-SPEC QMS

인 로세스는 핵심성과지표를 리하기 한 업무  상

호 련 흐름을 규정한다. 3단계인 차서는 주요 업무의 
방법과 차를 규정하고, 4단계인 지침서는 주요 특정 업
무를 구체 으로 규정한다. 마지막 5단계인 서식  기록
은 의 모든 업무를 실행하기 한 틀과 문서이다. QPA 
응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생산 리, 검사  시험, 교육
훈련, 측정  시험장비와 련된 문서를 수반한다. 즉 
DQMS 인증 취득 시 필요한 문서가 갖추어질 수 있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Table 7>은 자사의 시스템 문
서의 구성을 3가지의 로세스로 나타낸 것으로 경 리 

로세스(MP: management process), 고객 심 로세스

(COP: customer oriented process), 지원 로세스(SP: sup-
port process)로 구분하고 있다. MP는 경 자, 주주의 이익
과 규격  법규 요구사항 충족을 한 로세스이고, 
COP는 당사와 직  련된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을 한 

로세스이며 SP는 COP를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실행하기 한 내부업무 로세스이다. QPA를 통해 COP, 
SP 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QPA는 심사원 응과 지 사항에 해 

개선 책 수립, 재심사 등의 차로 이루어져 있어 DQMS 
인증 심사 차와 거의 흡사하여 심사에 한 경험축 이

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산 력업체가 QPA를 통하여 DQMS 
인증을 비하는 단계의 응방안으로 합한지에 해 

연구하 다.
QPA는 특정 제품에 자재 리, 수입검사, 제조공정, 제

품평가, 포장 리의 5가지 항목을 지정하여 평가하는 심
사제도로 DQMS의 실행(Do) 단계인 7장 지원, 8장 운용의 
요구사항과 부합함을 확인하 다. DQMS 요구사항  

“8.4 항 외부에서 제공되는 로세스, 제품  서비스 

리”에서 생된 QPA는 외부공 자 즉, 방산 력업체들
에 해 업체가 만들어낸 자체 인 검증 시스템의 표

인 시로 2차, 3차 방산 력업체의 품질 리 방안으로 

함을 분석하 다.
QPA와 DQMS 7, 8장 항목의 계 분석을 통해 DQMS 

인증 비에 QPA가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QPA의 자재
리 항목을 수행함으로써 DQMS “8.5.4.1 보   재고”, 

“8.7.3 불합격품의 리”에 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
다. 수입검사와 연 된 “8.1.4 조 는 변조의 방지”, 
“8.1.5 의심되는 미승인 부품의 사용 방지”, “8.4.2.1 외부
에서 제공되는 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검증”, “8.4.3 
외부공 자를 한 정보”는 검사와 검증에 해 실행이 
가능하다. 제조공정을 수행함에 따라 “7.1.4 로세스 운

용 환경”, “8.1.1 제품  로세스의 수락 기 ”, “8.5.1.1 
생산 로세스 검토”, “8.5.1.3 작업지침서”의 반 인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제품평가 항목에서는 “7.1.3 기반구
조”, “7.1.5.3 내부시험”, “7.2.1 교육훈련”, “8.5.1.5 방보

”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문서체계를 갖출 수 있다. 
포장 리를 수행함으로써 “8.5.4 보존”, “8.6 제품  서비
스의 불출/출시”의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
고 DQMS 인증 심사 부 합 사례  7, 8장의 내용을 분석
한 결과 QPA 심사 시 지 사항과의 공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2차, 3차 력업체는 QPA를 통해 DQMS의 

7, 8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고 단할 수 있다. 2차, 3차 력업체들이 DQMS 인증을 
목표로 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DQMS 인증 비를 시작
하는 력업체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실
행(Do)단계의 방향성이 설정되면 향후, 계획(Plan)단계인 
DQMS 4장 기획(Planning)에 해 회사의 목표 수립에 유
용할 수 있다. 검토(Check)단계인 DQMS 9장 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는 QPA 경험을 바탕으로 직  내

부 심사를 단행하여 품질경 시스템이 효과 으로 실행되

고 유지되고 있는지 자체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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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항목을 하나씩 체계 으로 비한다면 DQMS 
인증에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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