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ier Quality System 

현대∙기아차 2~3차 협력업체를 위한 SQ 인증지원 솔루션 KSA-SQS 

SQ 인증∙심사 지원 및 제조설비와 연동된  

통합 제조∙품질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개요 

KSA-SQS(Supplier Quality System)는 자동차의 고기능화와 전자시스템 증가에 따라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운영중인 협력업체 품질인증제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된 SQ 인증지원 및 평가등급 Level-up을 위한 최적의 제조∙품질관리 통합솔루션입니다. 

기능 구성 

Zero Defect 품질을 지향하는 KSA-SQS는 영업관리, 제품개발, 생산관리, 외주구매, 공정관리,  
금형관리, 설비관리, 품질경영 등 10개의 메인기능과 90여 개의 세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도품검사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등 SQ 인증∙심사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템플릿을 제공하며, 
인증과 연계된 실질적인 전사 품질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KSA-SQS 기능 구성도 

공정관리 영업관리 제품개발 

• 공정 흐름도 
• 공정재고 관리 
• 작업표준 보기 
• 자주검사 기준 
• 작업실적 등록 
• 공정검사 등록 
• 공정불량 분석 
• LOT No. 관리 
• 생산실적 분석 
• 설비가동 지표 
• 공정불량 지표 

 

• 거래기업 관리 
• 판매계획 관리 
• 수주정보 등록 
• 수주정보 관리 
• 검사기록 보기 
• 고객불량 등록 
• 고객불량 분석 
• 매출실적 관리 
• 고객납기 지표 
• 고객품질 지표 

 

• 제품개발 계획 
• 제품 BOM 정보 
• 설계변경 정보 
• 설계변경 관리 
• 4M 변경 관리 
• 제품 ISIR 관리 
• 제품규격 등록 
• 제품규격 관리 
• 기술표준 작성 
• 관리계획 보기 

• 종합현황 관리 
• 생계실행 계획 
• 재고정보 관리 
• 생산진행 조회 
• 라인가동 현황 
• 월간실적 관리 
• 연간실적 관리 
• 생산실적 지표 

• 거래기업 관리 
• 구매품목 정보 
• 자재재고 관리 
• 공급자 평가관리 
• 검사기준 등록 
• 부품 PPAP 관리 
• 발주정보 관리 
• 수입검사 등록 
• 구매불량 분석 
• 구매조달 지표 
• 구매품질 지표 

생산관리 외주구매 

경영일반 금형관리 설비관리 

• 경영방침 관리 
• 성과목표 등록 
• 업무지시 보고 
• 공지사항 관리 
• 개선활동 관리 
• 성과지표 관리 
 

• 금형점검 계획 
• 점검기준 등록 
• 금형점검 실시 
• 금형 관리 
• 금형수리 이력 
• 금형 SHOT 관리 
• 예비부품 관리 

 

• 설비점검 계획 
• 점검기준 등록 
• 설비점검 실시 
• 설비 관리 
• 설비수리 이력 
• 예비부품 관리 

• 제품평가 관리 
• Gage R&R 관리 
• 측정설비 관리 
• 교정이력 조회 
• 검사기준 작성 
• 검사결과 등록 
• 한도견본 관리 
• 고객불만 등록 
• NCR 정보관리 
• 공정능력 분석 
• 불량유형 분석 
• 출하품질 지표 

 

• 연간계획 등록 
• 연간계획 관리 
• 사원교육 계획 
• 사원정보 관리 
• 사원교육 이력 
• 관리표준 관리 
• 기술표준 관리 
• 고객불만 관리 
• 개선활동 관리 
• CAR 관리 
• 품질현황 공지 

검사시험 품질경영 

솔루션 구성 

KSA-SQS 솔루션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장지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Q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국표준협회 품질전문가의 현장지도를 통하여 SQ 인증지원과 등급  
Level-up이 가능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운영 
 
 
 
 
 
 

시스템 최적화 

시스템 운영지원 

KPI 발굴 및 목표 설정 

현장 지도 
 
 
 
 
 
 

오프라인 OJT 

평가대응 지원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S/W 설치 

솔루션 교육 

H/W 설치 



주요 특징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맞춤형 SQ 인증∙심사 지원 기능 제공 

 최소한의 Resource로 SQ 인증∙심사 및 등급 Level-up 지원 가능 

 빠른 시스템 구축 기간 및 손쉬운 시스템 운영 가능 

 담당 인력변동 시 정보손실 방지 및 지속적인 심사 대응 가능 

 

   SQ 인증대상 18개 업종별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능 제공 

 사출, 용접, 가공, 프레스 등 18개 업종별 요구사항 반영 

 외주관리, 공정관리, 금형관리, 설비관리 등 기능별 요구사항 반영 

 

   품질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수입/자주/공정/최종 검사 등 품질관리를 위한 상세 기능 제공 

 제조설비와 연동된 공정조건 및 작업현황 관리 기능 제공 

 계획(Plan)/실행(Do)/체크∙조치(See) 형태의 Work Flow 메뉴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활동 지원 

KSA-SQS 

주요 기능 

연간계획 관리기능, 기술표준 작성기능, 온도∙압력 등 설비조건 자동 저장기능, 공정능력 및 Gage 
R&R 모니터링 기능, LOT 추적성 확보 등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입 효과 

 

 SQ 인증∙평가와 연계된 제조∙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SQ 인증 및 사후심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부담감 해소 

 SQ 등급 Level-Up 지원 및 인증업무와 연계된 실질적인 품질개선  

 설비와 연동된 제조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구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 

 

 Zero Defect Quality 실현을 통한 품질경영 체계 확립 

 SQ 인증 업무와 연계된 실질적인 품질개선 활동 가능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시 빠른 고객 대응 및 피드백(ISIR, PPAP, 환경시험 등) 

SQ 인증∙심사  고민 해결 !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 평가체제 대비 및 전사 품질경영 체계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개선활동과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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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손쉬운 SQ 인증 대응 및 레벨업이 필요한 기업 
 
• 표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적용하여, 품질기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은 기업 
 
• SQ인증업무와 연계된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하여, 
  전사 품질경영체계 확립이 필요한 기업 
 
• 제조설비와 연동되는 실질적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기업 

한국표준협회 품질혁신센터 
 
 
Tel. 02-2624-0167 / 02-2624-0259 
 
 
e-Mail. chaoshd25@ksa.or.kr / bangmc@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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