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 9000 Informational Alert
1. 작업반

2. 공지번호:

작업반: 감독 – AB/CB 분과팀

18-003A

문의: contact@questforum.org
3. 관련문서:

4. 발행일자:

신규 제 3자 심사원 의무시험 및 관련 교육훈련

2018. 5. 1

5. 공지사유:
제 3자 심사원 의무시험 및 관련 교육훈련 자료 안내
6. 설명:
TL 9000 제 3자 심사 프로그램 효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QuEST Forum은
심사원 수행 및 지식보존과 관련된 여러 쟁점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다루기 위해 모든 AB 심사원
및 CB 심사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시험을 개발하였다. 시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TL 9000 지식 보장



중부적합, 경부적합, 개선의 기회의 분류오류 방지






TL 9000 성과지표 심사 지식과 스킬 확인 및 향상
낮은 빈도의 심사 수행 및 경험 개선
AB 및 CB 프로세스 교육훈련 보완
기존 심사원 편차 보정

의도는 모든 AB 및 CB 심사원이 효과적 TL 9000 심사에 실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시험 및 교육훈련 개발 안내 후 6개월이 주어진다. 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 3자 심사원은
2018년 11월 1일부터 TL 9000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 시험 외에도 관련 e 러닝 과정이 있다.
각 심사원은 시험만 보거나(“시험 수행” 옵션), 교육훈련 과정을 먼저 선택한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수행 옵션을 선택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원은 심사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통과할 때까지 관련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 및 교육훈련 과정 항목은 프로세스 심사, TL 9000 요구사항 및 TL 9000 성과지표를 다룬다.
비용은 개별 시험 99$ 또는 시험을 포함한 e 러닝 과정 599$이다 (QuEST Forum 회원가 499$).
심사원이 99$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e 러닝 과정을 수강해야 하지만, 비용에 적용할
수 있는 99$ 쿠폰을 받을 것이다. 해당 과정에 대한 비용으로 합격에 필요한 만큼 많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TL 9000 Informational Alert
7. 의견:
QuEST Forum은 모든 TL 9000 심사원과 TL 9000 심사 프로세스를 향상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들의 지속적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
시험과 교육훈련은 조직 내부 심사팀의 역량과 기술을 확인하는 데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 시, 심사원은 참조에 유용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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