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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iginating Workgroup:  2. Alert Number: 

 
Workgroup:  Oversight Work Group (OSWG) 
Contact:  contact@questforum.org 
 

 

11-003A 

3. Documentation Affected: 4. Issue Date: 

등록관리시스템(RMS) 프로파일 05/30/2011 

5. Reason for Alert:  
To announce changes to the profile data functionality within the TL 9000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TL 9000 등록시스템내의 프로파일 데이터 기능상의 변경 안내 

6. Description:  

이전에는 RMS내의  “면제”라는 하나의 필드에 TL 9000 등록에 대한 성과지표 면제 및 

요구사항 적용제외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이 “면제” 필드가 2개의 필드로 교체되었읍니다. 첫번째 필드는 TL 9000 요구사항 핸드북 

제 3.1항(인증범위)에 따라 주장된 어떠한 적용제외 사항에 대한 목록을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두번째 필드는 성과지표 요구사항 제 4.2.8항(데이터 제출 및 면제)에 따라 

작성되는 어떠한 TL 9000성과지표에 대한 면제사항에 대한 기록에 사용합니다. 이들 

두개의 필드에 입력한 것은  순착적으로 목록이 작성됩니다. 하나의 TL 9000 인증에 대해 

유효한 적용제외를 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은 요구사항 적용제외 목록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TL 9000 추가 요구사항 및 ISO 9001 요구사항 제 7항에 한합니다. 면제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은 성과지표 면제 목록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들 적용제외 및 면제는 최초 요구 및 이어지는 심사동안의 재검증시 인증기관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합니다. 조직에 의해 작성된 이 필드들에 대한 변경은 새로운 변경 정보가 

조직의 공개 TL 9000 프로파일에 나타나기 전에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필드는 2011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비고: 이전의 “면제” 필드에 대해 유효한 정보는 새로운 필드의 하나 또는 두가지 모두에 

대한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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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이들 두개 필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제외 사항과 성과지표에 대한 면제사항에 한하여 

포함이 됩니다. 자신이 명백하게 목록화하지 않은 TL 9000 인증에 대한 인증범위의 어떠한 

다른 제한사항들은 ISO 9001 및/또는 TL 9000 인증범위 성명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재무 또는 정보 기술과 같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프로파일에 목록되어 있는 사업장명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인증에 포함된 사업장의 한 부분에 대한 장소 식별표시가 포함이 됩니다.  인증범위 

제한사항에 대한 식별표시는 적용제외에 대한 목록화 또는 인증범위에 포함된 명백한 성명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