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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 수행 방법
요건

요건18 품질보증감사 202 외부 감사
외부감사(예:공급자 감사)는 3년 주기로 수행하고, 공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연례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정기적인 감사주기를 유지 또는 감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 :

3년 주기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에 대해 현장방문 대신 공급자의 품질관련 이행서류를 제출 받고 서류상으
로 품질감사를 수행하면 공급자 외부감사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아니오.
서류 점검만으로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원격(Remote) 또는 현장방문으로 외부 감사
(공급자 감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원격(Remote)으로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절차서(지침서)에 최소한 다음과 같이 원격
(Remote) 외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규정되어야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
격(Remote) 외부 감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 원격(Remote) 외부 감사는 전쟁, 전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원격(Remote) 외부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공유) 및 검토가능 여부 사전 확인
3. 원격(Remote) 외부 감사를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 (Microsoft Teams 등)
단, 3년 주기 이내에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서류평가 수행 후 275일(3년의 25%) 이
내에 원격(Remote) 또는 현장방문으로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서류평가 후 275일
이내 원격(Remote) 또는 현장방문으로 외부 감사(공급자 감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정조치보고서(CAR)
를 발행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수행하도록 업체평가 절차에 반영 및 이행이 필요합니다. (참조 : NRC
Letter ML20132A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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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Implementation method for External Audit (Supplier Audit)
Requirement

Requirement 18 Audit 202 External Audit
External audits (e.g., Supplier audits) shall be performed on a triennial basis and supplemented by
annual evaluations of the Supplier’s performance to determine if the regular schedule audit frequency
shall be maintained or decreased or if other corrective action is required.

Inquiry :

If the implementation documents of the quality related activities for the audit are submitted from the
supplier, and the audit is performed by reviewing those documents instead of visiting the supplier’s site,
is this audit be recognized as the external audit?

Reply :

No.

The external audit (supplier audit) shall not be replaced by the documents review, the remote or on-site
audit shall be performed for the external audit (supplier audit).
When the remote audit is performed, the requirements for the remote external audit shall be prescribed
at least as the follows, and it is recommended to perform the remote external audit when all of those
requirements are met.
1. Remote external audit is applied only where it is impossible to visit the site due to war, pandemic of
disease etc.
2. When the applicable documents for the remote external audit can be submitted(shared) and reviewed
3. When the real time video conference system such as Microsoft Teams etc. is available for the remote
external audit
However, when the external audit(supplier audit) is not possible to be performed within the 3 year
period, document evaluation shall be performed and remote or on-site external audit (supplier audit)
shall be performed within 275 days (25 % of 3 years). When the remote or on-site external
audit(supplier audit) is not possible to be performed within the 275 days from the document evaluation,
the related requirements shall be reflected to the vendor evaluation procedure and implemented to issue
a Corrective Action Report(CAR), and to take appropriate follow up actions. (Reference : NRC Letter
ML20132A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