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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유:
TL 9000 인증을 받은 기관이 R5.6 성과지표 핸드북 포인트 릴리스로 전환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advisory 를 알림
6. 설명:
폐기 단계에 이른 제품들의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은 R5.6 TL 9000 성과지표 핸드북 포인트
릴리스에서 삭제되었다. 기관이 R5.6 에 따라 보고를 전환할 때, 보고되는 정규화
단위(NUs)는 감소될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감소는 중요하다. 이는 폐기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규화 단위는 제출되는 데이터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데이터가 제출될 때 advisory #4 및/또는 advisory #11 이 발생한다.
이는 또한 R5.6 에 따라 데이터가 제출되는 첫 한 달만 적용된다. Advisory 적용 이유의
조사와 문서화에 있어 표준규칙들은 적용될 것이나, 조사는 정확해야 한다.
advisory #4 와 advisory #11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dvisory #4 – 정규화 단위의 변화 정도가 지난 달에 비해 25%보다 큰 경우(25% 증가 또는
감소), 세부 하위 성과지표 상태는 “양호 – advisory #4”이고, DSR 끝 부분의 상세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dvisory #4 – 정규화 단위 변화 정도가 지난 달에 비해 25%
초과임”
동 사항은 NPRs 및 SPRs 에 적용된다.

TL 9000 Informational Alert
advisory #11 – 데이터 요소가 지난 11 개월 간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의 80% 미만일
경우, 세부 성과지표는 “양호 – advisory #11”이고, DSR 끝 부분의 상세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dvisory #11 – 지난 11 개월 간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의 80%
미만인 데이터 요소 발견됨”

동 사항은 DVd, SOep, NEOep, ERI, LTR, YRR, 및 SQ 에 적용된다.
폐기단계 제품의 삭제와 관련해 분야별 개체수의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은 볼드체로 처리되었다.
7. 의견:
TL 9000 성과지표 핸드북에서 폐기 단계의 정의를 참고하라.
“폐기 단계는 생산 중단과 제품이 더 이상 출하되지 않는 중간 시기를 의미한다. 폐기
단계의 제품은 더 이상 구매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지원된다. (성과지표 핸드북의
4.2.6-1 표를 참고하라) 이는 시스템 제품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정 릴리스에도
적용된다.
수리나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의 수명주기단계는 해당 제품들의
서비스 카테고리에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 유지보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TL 9000 서비스 카테고리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