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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O REWO RD ,  ISSUANCE  A ND  

 CHAN GE  MANAGEMENT 

 

The ElringKlinger Group has positioned itself as a global 

development partner and worldwide supplier for the au-

tomotive industry, the automotive spare parts markets 

and the general industry. The portfolio of services en-

closes gaskets for engines and transmissions, gasket sets, 

housing modules, shielding components, high-efficiency 

plastic products, battery components, emission control 

systems, tool design and construction and developing 

services. With more than 40 plants, subsidiaries and 

holding companies, ElringKlinger is present in the most 

important global automotive markets. Nearly all im-

portant automotive manufacturers of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s well as numerous Asian automotive 

manufacturers are among the customers. Automotive 

spare parts markets are supplied by a global distribution 

network with an extensive spare parts program. More 

than 6,000 employees are active worldwide to support 

customers with innovative products in high-end technol-

ogy and with first-class services on their way to the goal 

even more successfully. The ElringKlinger AG is the only 

independent gasket manufacturer with global activities. 

 

To manufacture these high-quality products, it is neces-

sary to use raw materials and semi-finished products of 

equally high quality. After all,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upplied crucial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se de-

manding requirements apply in equal measure to ser-

vices. 

 

ElringKlinger expects, moreover, that its suppliers per-

manently introduce and apply the same principles and 

management methods worldwide as ElringKlinger itself 

and as demanded by the automotive industry. 

 

Our management system has been certified to ISO TS 

16949 and to environmental standard ISO 14001 for 

many years.  

The present guidelines have therefore been structured 

on the basis of ISO TS 16949 in the version currently in 

force and is available as supplemental customer-specific 

requirement (CSR) under  

 

www.elringklinger.de/en/company/suppliers/quality-

environmental-guidelines 

 

New editions or changes are communicated to all suppli-

ers of the ElringKlinger Group by means of newsletters. 

 

The guidelines are bilingual German / English. The Ger-

man version is binding. 

 

 

 

 

 

 

 0.   머리말 ,  발행  및  변경  관리  

 

 

ElringKlinger 그룹은 글로벌 개발 파트너 및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위한 공급 업체로써, 자동차 부품 시장 

및 일반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엔진과 변속기, 가스켓 세트, 하우징 

모듈, 쉴딩 부품, 고 효율 플라스틱 제품, 배터리 부품,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공구 설계 및 건설과 개발 

서비스를 포함한다.  

40 개 이상의 공장, 자회사 및 지주 회사로,   

ElringKlinger 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존재한다.   

유럽, 북미 및 남미의 거의 모든 중요한 자동차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고객들 사이에 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은 광범위한 부품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다.  

6,000 명 이상의 직원은 훨씬 더 성공적으로 목표에 

대한 그들의 길에 최고급 기술과 일류 서비스로 

혁신적인 제품과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이다.  ElringKlinger AG 는 글로벌 활동으로 

독립적인 가스켓 제조업체이다. 

 

 

 

이러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하려면, 동일하게 

고품질의 원료와 반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공급된 제품의 품질은 최종 제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서비스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한다. 

 

ElringKlinger 는 더나아가 공급업체가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수용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동일한 

원칙과 경영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하기 기대한다. 

 

우리의 경영 시스템은 몇 년 동안 ISO TS 16949 와 

환경 표준 ISO 14001 을  인증 받았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시행중인 최근 버전의 ISO TS 

16949 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고, 아래의 추가 고객 

특별 요구사항 (CSR) 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elringklinger.de/en/company/suppliers/quality-

environmental-guidelines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은 소식지에 의해 ElringKlinger 

그룹의 모든 공급 업체에 전달된다.  

 

이 가이드 라인은 독일어/ 영어의 이중언어로 

 되어있다. 

독일어 버전은 의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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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for this document: 

 

ElringKlinger AG | Max-Eyth-Straß e 2  

D-72581 Dettingen/Erms  

Quality and Environm. Management 

Olav Hahn 

Fon +49 7123 724-514  

Fax +49 7123 724-544  

olav.hahn@elringklinger.com 

www.elringklinger.de 

 

With effect of 1st April 2012, the present version of April 

2012 substitutes the version of January 2005. 

 

이 문서에 대한 책임: 

 

ElringKlinger AG | Max-Eyth-Straß e 2  

D-72581 Dettingen/Erms  

품질과 환경 관리 

Olav Hahn 

Fon +49 7123 724-514  

Fax +49 7123 724-544  

olav.hahn@elringklinger.com 

www.elringklinger.de 

 

2012 년 4 월 1 일의 효과로, 2012 4 월의 현재 버전은 

2005 년 1 월 버전을 대체한다. 

 
 
 

1.   SCOPE 

 

Our qua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uidelines 

have the status of a quality assurance agreement. In       

ElringKlinger‘s relations with its suppliers, the guidelines 

serve as a means of regulating the basic technical and or-

ganizational conditions for attaining quality targets. 

Above and beyond this, they make specific demands on 

supplier‘s management system. 

 

These guideline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all supply 

agreements regarding production material and outside 

processing services entered into by ElringKlinger. Sup-

pliers of auxiliary and operating materials as well as 

manufacturers of production equipment (see chapter 3). 

Specific amendments and individual agreements can be 

concluded to cover particular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of ISO TS 16949 and  

ISO 14001 apply for every aspect. Additional re-

quirements are specified explicitly. 

 

The guidelines determine no quality characteristics; 

these are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specification. Li-

ability or guarantee issues are not defined. 

 

The language of business is the local language of the or-

dering plant or English as an alternative.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ordering plant of  

ElringKlinger has its domicile shall apply. 

 
 

 1.   범위  

 

우리의 품질과 환경 보호 가이드라인은 품질 보증 

계약서의 상태로 있다.  

ElringKlinger 와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이드라인은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기술적, 

조직적 조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제공한다. 

위와 아래에서, 그들은 공급업체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요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ElringKlinger 로 납품 되는 생산 

자재와 외부 처리 서비스에 관한 모든 공급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생산 장비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운영 자재와 

보조적인 공급업체. (제 3 장 참조) 

특정 개정 및 개별 동의는 특정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협정이 체결 될 수 있다. 

 

ISO TS 16949 및 ISO 14001 의 요구사항은 모든 면에 

적용된다.  

추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가이드라인은 품질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각각의 규격에 의해 결정된다.  

책임이나 보증 문제는 정의 되지 않는다. 

 

사업의 언어는 주문 공장의 지역 언어 또는 

영어로 대처한다.  

 

ElringKlinger 의 주문공장이 있는 국가의 법은 

소재지에 적용한다. 

 
 
 

2.   FURTHE R APPLICABLE  D O 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valid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Normative references, 

Bibliography 

 

lS0 TS 16949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utomotive production 

 2.   추가  관련  문서  

 

다음과 같은 문서는 수시로 개정 된 문서로서 

유효하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lS0 TS 16949  자동차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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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HSAS 18001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26000  Management and leadership  

   standards 

 

EG 761/2001 EU eco audit directive 

1907/206 EU REACH 

 

2000/53/EG  End of life vehicle directive 

 

Supply source for standards: www.beuth.de 

 

QS 9000 Regulations 

Reference source: www.aiag.org 

 

VDA Regulations 

Reference source: www.vda-qmc.de 

 

GADSL 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  

(www.mdsystem.com) 

 

Further applicable purchasing documents from El-

ringKlinger: 

 

Higher-level documents:  

 Quality and environmental guidelines for suppliers of 

the ElringKlinger Group 

 Questionnaire quality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of suppliers (ZF QM 20) 

 ElringKlinger purchasing conditions   

 Non-disclosure agreement 

 Self-disclosure of liability (ZF M 5) 

 Basic agreement 

 ElringKlinger supplier evaluation (ZA QM 7.4-1) 

 

Product-related documents: 

 Blanket orders 

 APQP Procurement planning (ZF QM 31) 

 Feasibility study (ZF QM 7b) 

 Acceptance of 2-day production and capacity analysis 

(ZF QM 13) 

 Cost break down sheet for parts and tools (ZF QM 42) 

 Drawing 

 Tool order 

 Tool supply contract 

 Order norm (ZF QM 34) 

 Recipe 

 Packaging instruction (ZF QM 41) 

 Interim recovery Worksheet (ZF QM 11) 

 

Order-related documents: 

 Delivery schedules 

 Individual orders 

 

시스템      

ISO 9001  품질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 

 

ISO 14001  환경 관리 시스템  

     

 

OHSAS 18001  안전 관리 시스템 

 

ISO 26000  관리 및 리더쉽 기준 

 

 

EG 761/2001 EU 환경 감사 지침 

1907/206 EU 범위 

 

2000/53/EG  차량의 일생 지침 

 

표준에 대한 출처를 제공: www.beuth.de 

 

QS 9000 규정 

참고 출처: www.aiag.org 

 

VDA 규정 

참고 출처: www.vda-qmc.de 

 

GADSL 국제 자동차 업계 선언 물질 리스트 

(www.mdsystem.com) 

 

ElringKlinger 에서 추가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구매 

문서: 

 

높은 수준의 문서:  

 ElringKlinger 그룹의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 및 환경 

가이드라인  

 공급 업체의 환경 평가 및 품질 설문지 

  (ZF QM 20) 

 ElringKlinger 구매 조건 

 비 공개 계약 

 책임의 자체 공개 (ZF M 5) 

 기본 동의 

 ElringKlinger 공급업체 평가(ZA QM 7.4-1) 

 

제품 관련 문서 : 

 일괄 제조 지시서 

 APQP 조달 계획 (ZF QM 31) 

 타당성 검토 (ZF QM 7b) 

 2 일 생산의 접수와 생산 능력 분석  

(ZF QM 13) 

 부품 및 공구에 대한 비용 분석 시트 (ZF QM 42) 

 도면 

 공구 주문 

 공구 공급 계약 

 주문 규범 (ZF QM 34) 

 제조법 

 포장 지침 (ZF QM 41) 

 중간 복구 워크시트 (ZF QM 11) 

 

주문 관련 문서: 

 배송 일정 

 개인적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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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 original data files and examples are available 

on the ElringKlinger web site. 

 
 

 

유효한 원본 데이터 파일과 예제는 ElringKlinger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TERMS AND  DE FINITIONS  

 

Essential terms according to IS0 9000, IS0 9001 and ISO 

TS 16949 as well as ISO 14001 and the adjoining docu-

ments apply. 

 

Prototype parts: 

Prototype parts are parts which are not produced under 

serial conditions, and which are ordered by ElringKlinger 

as such.  

 

Auxiliary and operating materials: 

Auxiliary and operating materials are all materials that 

are not a component of the ElringKlinger product. 

 

Production equipment: 

Any equipment that is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products at ElringKlinger (machines, plants, tools etc.). 

 

 3.  용어  및  정의  

 

ISO 9000, ISO 9001 과 ISO TS 16949 뿐만 아니라 ISO 

14001 에 따라 필수 적인 용어는 문서에 인접하게 

적용 된다. 

 

시제품: 

시제품은 ElringKlinger 에 의해 주문되는 일련의 조건 

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이다.  

 

 

보조 및 운영 자재: 

보조 및 운영 자재는 ElringKlinger 제품의 

구성요소가 아닌 모든 자재이다. 

 

생산 장비 

ElringKlinger 에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장비. (기계, 공장, 공구 등.) 

 
 

4.   MANAGEMEN T SYSTEM  

4.1  GENE RAL  RE QUIRE MENT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management system at the supplier is retrieved by El-

ringKlinger at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connection 

by form sheet ZF QM 20 "Questionnaire quality and envi-

ronmental evaluation of suppliers". Changes, in particu-

lar of current certificates and contact persons, are to be 

communicated to ElringKlinger promptly and without 

being asked. 

 

Management systems and approvals that exceed the re-

quirements of articles 4.1.A–D are necessary for special 

purposes, as for example aviation, railroad, shipbuilding 

or welding technology. These are to be defined in sepa-

rate quality agreements. 

 

 

 4.   경영  시스템  

4 .1  일반  요구  사항  

 

공급업체 경영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업 시작 시 ElringKlinger 양식 시트 ZF QM 20 

“공급업체의 환경 평가 및 설문지 품질”에 의해 검색 

된다. 변경은, 특히 현재 인증서 및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묻지도 말고 즉시 ElringKlinger 에 전달되어야 

한다. 

 

 

 

자료 4.1 A-D 외 경영 시스템 및 승인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항공, 철도, 

조선이나 용접기술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별도의 품질 계약에 정의되어야 한다. 

 

4.1.A  QUAL ITY MAN AGE MENT S YSTEM 

  

The supplier is committed to introduce a quality man-

agement system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con-

tained in ISO TS 16949.  

 

Certification according to lSO TS 16949 is desired, but is 

not an absolute requirement.  

QM systems certified to ISO 9001 is the minimum de-

mand we require from our suppliers. 

In the case of suppliers functioning as trading companies, 

ElringKlinger accepts the certificate of the manufactur-

er‘s QM system. 

In a spirit of partnership, ElringKlinger provides support 

to our suppli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QM system 

where needed. 

 4.1.A 품질  경영  시스템  

  

공급업체는 ISO TS 16949 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조한다.  

 

ISO TS 16949 에 따른 인증은 요구 되지만 절대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다.  

 ISO 9001 에 인증되는 QM 시스템은 우리의 

공급업체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무역회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ElringKlinger 는 제조업체 QM 시스템의 인증서를 

수용 한다.  

협력업체로써, ElringKlinger 는 필요한 QM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우리의 공급업체에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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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B  ENVIRONMENTAL  MANAGE MENT SYSTEM 

 

The supplier shall undertake to implement an environ-

mental management system which meets the require-

ments of IS0 14001. 

 

We expect our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o imple-

ment and adhere to all statutory environmental protec-

tion and safety regulations. ElringKlinger strongly rec-

ommends that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the envi-

ronmental standard IS0 14001, EMAS or the worldwide 

Responsible Care Initiative of the chemical industry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QM system and that the system is 

certified externally. 

 

 

 4.1.B 환경  경영  시스템  

 

공급업체는 ISO 14001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착수한다. 

 

 

우리는 협력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적 환경 

보호 및 안전 규정을 실행하고 고수하기를 기대한다. 

ElringKlinger 는 환경 표준 ISO 14001, EMAS 또는 

화학 산업의 세계적 책임 관리 사업이 포함된 

요구사항이 외부에서 인증된 QM 시스템으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4.1.C  SO CIAL RE SPONSIBIL ITY 

 

We expect from our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that 

all spheres of activity of social responsibility are consid-

ered according to ISO 26000 and are applied – where 

possible – within the organization. 

 

 

 4.1.C 사회적  책임  

 

우리는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모든 영역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ISO26000 에 준하고 가능한 한 조직 

내에서 적용 받기를 기대한다. 

 

4.1.D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 T 

 

The supplier undertakes the introduction of an occupa-

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fulfills the re-

quirements of OHSAS 18001. 

All materials used by the supplier and production engi-

neering hav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alid legal re-

straints and safety constraints of the manufacturing 

country as well as the customer country. A certification 

according to OHSAS 18001 is recommended, however, 

not mandatory for the supply relationship. 

 

 4.1.D 산업  안전  경영  

 

공급자는 OHSAS 18001 의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산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착수한다.  

공급 업체 및 생산 엔지니어링에 사용 되는 모든 

자재는 유효한 법적 규제 및 고객 국가뿐만 아니라 

제조 국가의 안전 제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OHSAS 18001 에 따른 인증이 요구 되지만, 공급 

관계를 위해 의무사항은 아니다. 

 
 
 

4.2  DO CUMENTATION RE QUIR EMENTS 

4 .2.3.1  ENGINEE RIN G SPECI FICATIONS,  ALTE RATIO NS 

 

ElringKlinger will provide – in an understandable and in-

formative manner – the supplier with all present product 

requirements (e.g. specification, drawing, parts list, CAD 

data and in particular ElringKlinger  order norms). 

 

All technical standards, specifications and modifications 

provided by ElringKlinger must be evaluated, distributed 

and a plan for implementation must be provided prompt-

ly within 2 weeks. In case of nonconformity or any ambi-

guity, objections must be made immediately in writing. 

 4.2 문서  요구사항  

4 .2.3.1  기술  사양 ,  변경  

 

ElringKlinger 는 이해하기 쉽게, 참고 가능한 

 방법으로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공급자에게 제공 할 것이다. 

( 예.   사양, 도면, 부품 목록, CAD 데이터와 특정  

ElringKlinger 주문 기준) 

 

ElringKlinger 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표준, 규격 및 

수정은 평가되고, 배포되며, 구현을 위한 계획은 2 주 

이내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부적합 또는 어떤 모호한 경우, 이의는 즉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5.   MANAGEMEN T RE SPONSIB IL ITY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5.   경영  책임  

 

ISO TS 16949  와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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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SO URCE  MANAGEMENT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6.   자원  관리  

 

ISO TS 16949 와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없음. 

 

 

 

 

7.  P RODUCT RE ALIZATION  

7 .1  PL ANNING OF  P RODUCT RE ALIZATION  

  

Product realization is planned with the help of form 

sheet ZF QM 31 Procurement Planning (APQP). 

ElringKlinger informs the supplier of the project-

oriented deadlines and persons to contact. The supplier 

designates a project manager and defines project tasks 

with corresponding deadlines. Project progress reports 

on each of the milestones are to be submitted as agreed 

with ElringKlinger. The supplier has to indicate Elring-

Klinger scheduling risks and delays immediately. 

 

The supplier agrees to obtain ElringKlinger’s prior con-

sent and to undertake a new initial sample delivery for 

parts (see 7.3.6.3) in the event of: 

 Changes in production processes/materials   

(also in the case of the sub-suppliers) 

 Change of sub-supplier 

 Changes in test processes/test facilities 

 Transfers to other production sites 

 Resumption of delivery after an interruption of  at 

least twenty-four months 

 

The supplier agrees to obtain ElringKlinger’s consent at 

least twelve months in advance in the event that produc-

tion of a product is discontinued or knowledge is ob-

tained that a product is to be discontinued or will no 

longer be available. Sub-suppliers shall be obliged to 

make corresponding commitments. 

 

All product modifications and all changes in the process 

chain shall be recorded by the supplier in a product life 

cycle assessment and submitted to ElringKlinger on re-

quest. 

 

 7.  제품  실현  

7 .1  제품  실현의  계획  

  

제품 실현은 양식 시트 ZF QM 31 구매 계획 (APQP)의 

절차에 준하여 계획된다. 

ElringKlinger 는 소통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마감 

공급 업체와 사람에게 통보한다. 

공급 업체는 프로젝트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한과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정의한다. 

각 단계별의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는 ElringKlinger 의 

협의와 함께 제출된다.  공급업체는 ElringKlinger 일정 

위험과 지연을 즉시 명시 해야 한다. 

 

공급자는 ElringKlinger 의 사전 동의를 얻고 아래의 

경우 부품을 위한 새로운 초기 샘플 제공에 착수 할 

것에 동의한다. (7.3.6.3 참조) : 

 생산 공정/ 자재의 변화 

(또한 하위 공급 업체의 경우) 

 하위 공급 업체의 변경 

 테스트 절차/ 시험 시설의 변경 

 다른 생산 지역으로 이동 

 최소 24 개월의 중단 후 납품의 재개 

 

 

공급업체는 제품의 생산이 단종되거나 제품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단종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최소 12 개월 전에 ElringKlinger 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합의 해야 한다. 

협력 업체 해당 동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 

 

절차 상의 모든 제품의 수정과 모든 변경은 제품 수명  

주기 평가에 대하여 공급업체에 의해 기록 및  

ElringKlinger 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7.2  CUSTOME R-REL ATED P RO CESSES   

 

Speci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est methods, testing 

media and test procedures are to be agreed upon with 

ElringKlinger and specified in the order norm, the draw-

ing or in quality agreements. The supplier must specify 

acceptance criteria and ppm targets with ElringKlinger.  

 

Once an order has been placed, ElringKlinger documents 

(e.g drawings, order norms, recipes, packaging instruc-

tions) are valid only if they have been provided by  the 

respective ElringKlinger purchasing department directly 

 7.2 고객  관련  절차   

 

특별 특성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 검사 미디어와 검사 

절차는 ElringKlinger 와 함께 합의되고 주문 표준, 

도면 또는 품질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ElringKlinger 와 함께 허용 기준과 ppm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주문이 접수되면, ElringKlinger 문서 들은 (예: 도면, 

주문 표준, 제조법, 포장 지침)  ElringKlinger 각 구매 

부서에 직접적으로나 사본으로 통보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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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f they have been informed in copy. Documents from 

other departments are provided for non-binding infor-

mational purposes only. 

 

The producibility of a product must be verified when 

quotation is submitted with form sheet ZF QM 7 feasabil-

ity study. The supplier shall inform ElringKlinger imme-

diately of any faults or risks recognized, as well as an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t the same time, the supplier shall submit to Elring-

Klinger completed forms ZF QM 42 Cost-break-down for 

parts and for tools as needed. 

 

If the order includes developing duties of the supplier, 

the requirements are defined by the contractual partners 

in writing, e.g. in form of functional specifications. 

 

The supplier must ensure that electronic data exchange 

by fax, e-mail, and/or EDI is possible. In the case of inter-

net auctions and  

E-procurement solutions, ElringKlinger will provide the 

required programs free of charge. In return, the supplier 

i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se tendering procedure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systems and data formats 

must be available at part suppliers: 

 

Native CAD systems: 

Catia V5 R19 

Unigraphics NX 7,5 

ProE W4 

ProE Creo 

  

Interface formats: 

cgm (2D) 

dxf (2D) 

iges (2D / 3D) 

step 203 (3D) 

step 214 (3D) 

parasolid (3D) 

 
 

다른 부서의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생산 가능한 제품은 양식 ZF QM 7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견적서가 제출 되었을 때 확인 되어야 한다. 

공급 업체는 어떤 결함이나 인식된 위험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한 제안을 즉시 ElringKlinger 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업체는 필요에 따른 공구와 부품을 위해 

완료된 양식 ZF QM 42 비용 내역을 ElringKlinger 에 

제출해야 한다.  

 

주문이 공급업체의 개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계약 파트너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면, 기능적인 사양의 양식. 

 

공급업체는 전자 데이터 교환을 팩스 또는 이 메일로 

통보해야 하고, EDI 이 가능하다.  

인터넷 경매 및 E-조달 솔루션의 경우,  

ElringKlinger 는 무료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대신, 공급업체는 이러한 입찰 절차에 참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 및 데이터 형식 중의 하나는 부품 

공급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CAD 시스템: 

Catia V5 R19 

Unigraphics NX 7,5 

ProE W4 

ProE Creo 

  

인터페이스 형식: 

cgm (2D) 

dxf (2D) 

iges (2D / 3D) 

step 203 (3D) 

step 214 (3D) 

parasolid (3D) 

 
 
 
 

7.3  DES IGN  AND  DE VELOPME NT 

7 .3.1  DES IGN  AND  DE VELOPME NT PLANN ING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 설계  및  개발  

7 .3.1  설계  및  개발  계획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3.2  DES IGN  AND  DE VELOPME NT INPU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development and process 

planning take into account the potential environmental 

risk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at these are 

communicated to ElringKlinger. Substances banned by 

the automotive industry or substances of very high con-

cern (SVHC) according to REACH may not be used.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개발 및 공정 계획이 잠재적인 환경 위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것들이 ElringKlinger 에 

전달 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REACH 에 따라서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 (SVHC)또는 

자동차 산업에 의해 금지되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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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DES IGN  AND  DE VELOPME N T OUTPUT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that may only 

be identified when the product reaches the final custom-

er (pass-through characteristics) must be included in the 

FMEA and the control plan and must be marked accord-

ingly. 

 

 

 7.3.3  설계  및  개발  출력  

 

특별특성과 최종 고객에게 전달 될 때 확인 된 

특성(합격-특성에 대한)은 FMEA 에 포함 되고 

관리계획에 표시 되어야 한다.. 

 

7.3.4   DES IGN  AND  DE VELOPME N T REVIEW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3.5  DES IGN  AND  DE VELOPME NT VERIFICATION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5  설계  및  개발  확인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3.6  DES IGN  AND  DE VELOPMENT VALID A TION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6   설계  및  개발  검증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3.6.1  DES IGN  AND  DE VELOPME NT VALID ATION  –    

 SUPPLEMEN TAL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6.1  설계  및  개발  추가  검증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3.6.2  P ROTO TYPE  P ROGRAM 

 

A prototype inspection report must be submitted for pro-

totypes upon initial delivery and following modifications.  

Requirements concerning identification, marking, and 

traceability (e.g. construction stage, revision level), as 

well as extent of documentation, must be clarified with 

ElringKlinger in advance. 

 

 

 7.3.6.2  시제품  프로그램  

 

시제품 검사 보고서는 초기 납품 및 다음 수정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한다. 

식별, 표시, 그리고 추적 (예: 건설 단계, 개정 레벨),  

뿐만 아니라 문서의 범위에 관한 요구사항은, 사전에  

ElringKlinger 와 함께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7.3.6.3  P RODUCT APP ROVAL  PRO CE SS 

 

Prior to commencement of serial production, the suppli-

er agrees to punctually submit initial samples of the con-

tract product, manufactured under series production 

conditions in the scope as agreed. The scope of sampling 

documents and the process (PPAP / PPF) is given in form 

ZF QM 31 Procurement Planning (APQP). 

The performance index of >1.33 and machine capability 

index > 1,67 is to be attained or proof of a 100% inspec-

tion is to be provided. 

If the scope of delivery contains parts of sub-suppliers, 

comprehensive initial sample documents must be pro-

vided for these parts. 

 7.3.6.3  제품  승인  절차  

 

양산 생산의 시작 전, 공급자는 계약 된 생산품의 초도 

샘플의 제출을 동의 해야 하고, 협의 된 범위 내의 양산 

생산 조건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샘플링 문서 및 절차 (PPAP/ PPF)의 범위는 ZF QM 31 

구매 계획 양식 (APQP)에 주어진다.   

1.33 이상의 공정지수와 1.67 이상의 기계 능력 지수는 

만족 되어야 하고, 100% 검사의 증거가 제출 되어야 

한다. 

 

납품의 범위가 하위 공급업체의 부품이 포함된 경우, 

포괄적인 초기 샘플 문서는 이러한 부품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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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s should be taken from the production of a two-

day requirement based upon the requirement for one 

year. Acceptance according to ZF QM 13 Process audit / 

acceptance of 2-day production and capacity analysis 

must be submitted as weIl. 

 

Generally, no initial samples need be submitted for pro-

cedural products (bulk material). For the release of ma-

terials, the supplier shall present product specification, 

the accepted ElringKlinger order norm, production oper-

ating plan and control plan. When necessary, Elring-

Klinger shall agree to come to terms with the supplier 

regarding further requirements and supply of initial 

samples. 

 

The supplier shall include a completed and current EU 

safety data sheet as well as a valid and completed safety 

data sheet of the county of the ordering ElringKlinger 

plant, with deliveries of any products that can pose a risk 

to human life or the environment or that require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packaging, transport, storage, 

handling and waste disposal. A copy has to be send to the 

central address safetydatasheets@elringklinger.com .  

This safety data sheet is to be submitted automatically 

following any modifications. 

 

Material data for the materials contained in products 

must be submitted in the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

tem IMDS (www.mdsystem.com) or registered with El-

ringKlinger in a similar way. 

 

Initial sample deliveries must be clearly labelled as such. 

The approval of initial samples does not release the sup-

plier from his responsibility for the quality of the mass-

produced products. 

부품은 1 년 동안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이틀간 요구 

사항의 생산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ZF QM13 공정 감사/ 2 일 생산품 및 용량 분석 승인은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샘플은 절차상의 제품 

(대량 재료)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재의 출시를 위해, 공급업체는 제품 사양, 승인된 El-

ringKlinger 주문 규범, 생산 운영 계획 및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ElringKlinger 는 초기 샘플의 공급과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관해 공급업체와 타협하는데 

동의한다. 

 

공급 업체는 완성되고 현재 EU 안전 데이터 시트뿐만 

아니라 ElringKlinger 공장 배치와, 환경 또는 인간의 

삶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거나, 포장, 운송, 저장, 취급 

및 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처리를 요구하는 제품의 

배달과 함께, 유효하고 완성된 안전 데이터 시트를 

포함해야 한다. 

사본은 중앙주소 safetydatasheets@elringklinger.com 

에 보내야 한다. 

이 안전 데이터 시트는 수정 후 자동으로 제출 된다. 

 

 

 

제품에 포함된 자재에 대한 자재 데이터는 국제 자재 

데이터 시스템 IMDS (www.mdsystem.com)에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Elring-

Klinger 에 등록되어야 한다. 

 

초기 샘플 납품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초기 샘플의 승인은 대량 생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서 공급업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7.3.7  CONTROL  OF  DES IGN  AN D  DE VELOPMEN T 

 CHAN GES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3.7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관리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4  PURCH ASIN G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4 구매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5  P RODUCTION  AND  SE RVI CE  PROVIS ION 

7 .5.1  CONTROL  OF  P RODUCTION AND SE RVICE  

 P ROVISION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 .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mailto:safetydatasheets@elringklinger.com
mailto:safetydatasheets@elringklinger.com
http://www.md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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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VAL IDATION  O F  P ROCE SSES  FO R 

 P RODUCTION  AND  SE RVICE  PROVI S ION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5.2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의  승인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5.3  ID ENTIFICATION  AND  T RACE ABILITY  

 

The supplier shall undertake to label and package the 

products as agreed in the ElringKlinger drawing, - order 

norm and packaging instruction. 

 

The supplier shall ensure that the labelling of packaged 

products is clearly visible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and that they are packaged in such a way that the prod-

ucts are not damaged or their quality impaired under 

normal transport conditions (e.g. by contamination, cor-

rosion, chemical reaction, temperature). 

 

The supplier undertakes to guarantee the traceability of 

the delivered products and to label accordingly. Tracea-

bility and localization of possibly damaged products 

must be guaranteed within one working day. 

 

 7.5.3  식별  및  추적  

 

공급 업체는 ElringKlinger 도면, 주문 규범과 포장 

지침에 동의하는 제품의 포장과 라벨에 착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포장된 제품의 라벨링이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은 제품이 

손상되거나 품질이 정상적인 운송 조건 (예. 오염, 

부식, 화학 반응, 온도에 의한) 하에서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포장되도록 보장한다.  

 

 

공급 업체는 납품된 제품의 추적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라벨에 착수한다. 

추적과 가능한 손상된 제품의 현지화는 작업일 이내에 

보장되어야 한다. 

 

 

 

7.5.4  CUSTOME R P ROPE RTY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5.4  고객  자산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7.5.4.1  CUSTO ME R-O WNED P ROD UCTION  TOOL ING 

 

With the exception of tools and manufacturing equip-

ment provided on loan, the supplier shall acquire or pro-

vide al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to 

manufacture contractual products at his own expense. 

Tools and production facilities left on loan are subject to 

regulations of a tool transfer agreement to be concluded 

separately and are to be insured at the replacement val-

ue at own expense. 

 

 7.5.4.1  고객이  소유한  생산  공구  

 

대여로 제공된 공구 및 제조 장비를 제외하고, 공급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대여로 남아있는 공구와 생산 시설은 공구 전달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 비용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7.5.5   P RESE RVATION  OF  P ROD UCT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7.5.5  제품의  보존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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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CONTROL  OF  MONITO RIN G AND ME ASURING  

 E QUIPMENT 

 

Skills and features of all measuring and testing equip-

ment listed in the control plan must be verified according 

to AIAG reference manual MSA. 

 

 

 
 

 

 

 

 

7 .6  장비  측정  및  감시의  관리  

 

 

관리 계획에 나와있는 장비 테스트 및  모든 측정의 

기능과 기술은 AIAG 참조 설명서 MSA 에 따라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8.  ME ASUREMEN T,  ANALY SI S  AND  IMPRO VEMENT 

8 .1  GENE RAL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8.  측정 ,  분석  및  개선  

8 .1  일반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8.2  MONITO RING AND  ME ASU RE MENT 

8 .2.1  CUSTOME R SATISFACTIO N  

 

ElringKlinger regularl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its 

suppliers. The supplier will be informed of his evaluation 

at least twice a year. 

 

Evaluation factors are: 

 delivery reliability 

 delivery quality 

 degree of service 

 

See ZA QM 7.4-1 Supplier evaluation for details. 

 

Suppliers evaluated with C or conspicuous suppliers will 

be blocked for new developments until they have at-

tained at least a B ranking. 

 

If the zero-defect target cannot be achieved in the short 

term, ElringKlinger and the supplier shall agree upon 

special measures and ppm targets for part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he fact that the supplier is below the de-

fect limit agreed upon, does not exempt him from the du-

ty to process all complaints and to maintain a continuous 

improvement program. 

 

The supplier undertakes to achieve 100 % delivery per-

formance and to supervise delivery reliability with suita-

ble assistive equipment. 

 

 8.2 감시  및  측정  

8 .2.1  고객  만족  

 

ElringKlinger 는 정기적으로 공급업체의 실적을 

평가한다.  공급업체는 적어도 1 년에 두 번 자신의 

평가에 대해 전달 될 것이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납품 신뢰성 

 납품 품질 

 서비스의 수준 

 

자세한 내용은 ZA QM 7.4-1 공급 업체 평가를 참조. 

 

C 로 평가된 공급업체 또는 뚜렷하게 평가된 

공급업체는 적어도 B 순위를 달성 할 때까지 새로운 

발전에 대해 차단될 것이다. 

 

제로 결함 대상에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  

ElringKlinger 와 공급업체는 특별한 조치 및 시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 부품을 위해 ppm 목표에 동의한다. 

공급 업체가 아래의 결함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동의되고, 모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임무로부터 

그를 예외로 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급 업체는 100% 납품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보조 장비로 납품 신뢰성을 관리 하도록 동의한다. 

 
 
 
 

8.2.2   AUDITS 

 

The supplier permits ElringKlinger to conduct audits to 

determine whether the supplier’s processes comply with 

ElringKlinger‘s requirements. In general, an audit is con-

ducted as a process audit according to VDA 6.3 and must 

be announced with sufficient notice. 

 

 8.2.2   감사  

 

공급업체는 ElringKlinger 의 요구사항과 함께 

공급업체 절차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ElringKlinger 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수용한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VDA 6.3 에 따라 공정 

감사로 진행되며 충분한 통지와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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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plier agrees to permit ElringKlinger and – as re-

quired – customers of ElringKlinger access to all parts of 

the business premises, including test laboratories, ware-

houses and other areas of interest, and to allow them to 

view relevant documents; the supplier also guarantees 

this for his sub-suppliers. 

ElringKlinger accepts any reasonable restrictions im-

posed by the supplier as are necessary to safeguard the 

supplier‘s business secrets. 

 

ElringKlinger shall inform the supplier of the results of 

the audit. If ElringKlinger deems corrective measures 

necessary, the supplier shall agree to immediately draw 

up an action plan, to carry out this plan as scheduled and 

to keep ElringKlinger informed about the plan and its 

implementation. 

 

All heat treat, metal coating, surface coating and welding 

processes shall be audited once a year from the supplier, 

according to AIAG – CQI 9, 11, 12 or 15. Action plans to 

fulfil the requirements have to be implemented. 

 

필요에 따라- 공급자는 ElringKlinger 가 사업장의 모든 

부분에 ElringKlinger 의 고객은 테스트 실험실, 창고와 

관심의 다른 영역을 포함해서, 관련 문서를 그들이 

검토 및 접근의 허용을 동의 한다. 

자신의 하위 공급업체를 위해 공급업체는 또한 이를 

보장한다. 

ElringKlinger 는 공급 업체의 사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공급업체가 부과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받아들인다. 

 

ElringKlinger 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 공급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ElringKlinger 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급업체는 즉시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대로 수행하고, 계획과 실행에 대하여 

ElringKlinger 통보 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해야 한다. 

 

모든 열처리, 금속 코팅, 표면 코팅, 용접 절차는 

AIAG 에 따라, 공급업체에서 일년에 한번 감사한다.-

CQI 9, 11,12 또는 15.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선 계획은 실행 되어야 한다. 

 
 
 

8.2.3  MONITO RING AND  ME ASU RE MENT O F  

 P ROCESSES  

 

The supplier must use appropriate methods to monitor 

and measure processes. Records – where appropriate in 

form of statistical data – must be made available to El-

ringKlinger on request. For special characteristics, capa-

bility certification must be provided by suppliers. 

 

 8.2.3  절차의  감시  및  측정  

 

 

기록은 - 통계 자료의 형태로 - ElringKlinger 의  

요청에 맞게 작상 되어야 한다. 특별특성, 능력 인증은  

공급업체에서 제출 되어야 한다. 

 
 

8.2.4  MONITO RING AND  ME ASU RE MENT O F  

 P RODUCT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8.2.4  제품의  감시  및  측정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8.2.4.1  L AYOUT INSPE CTION  AND  FUNCTION AL TESTIN G  

 

The extent of the requalification of deliveries to Elring-

Klinger corresponds to the repetition of initial release in 

terms of dimension, function, reliability and material. 

Requalification is to be carried out yearly. Part families 

can be brought together as agreed with ElringKlinger. 

Results must be made accessible to ElringKlinger on re-

quest. 

 

 8.2.4.1  배치  검사  및  기능  테스트   

 

ElringKlinger 까지 납품의 재 인정의 범위는 초기 

출시의 반복적인 치수, 기능, 신뢰성 및 자재에 

해당한다.  재 인정은 매년 실행 되어야 한다. 

부품 가족들은 ElringKlinger 의 동의로 함께 가져올 수 

있다. 결과는 요청 시 ElringKlinger 에 접근이 

가능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  

8.3    CON TROL O F  NONCONFO RMING P ROD UCTS  

 

Special releases by ElringKlinger are to be applied    for 

with form sheet ZF QM 11 Interim recovery   worksheet.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ElringKlinger 에 의한 특별 출시는 양식 시트 ZF QM 11 

임시 복구 워크시트에 적용 할 수 있다. 

 
8.4  AN ALYSIS  OF  DATA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8.4 데이터의  분석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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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IMPRO VEMENT 

8 .5.1  CONTIN UAL  L MPRO VEMEN T 

 

No addi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ISO TS 16949 and ISO 14001. 

 

 

 8.5 개선  

8 .5.1  지속적인  개선  

 

ISO TS 16949 and ISO 14001 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없음. 

 

8.5.2  CO RRECTIVE  ACTION  

 

ElringKlinger inspects all products delivered by the sup-

plier upon receipt to verify that the identity is correct 

and to make sure they do not display any visible signs of 

damage. ElringKlinger carries out a limited incoming 

goods inspection using statistical aspects.  

On account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presup-

posed at the suppliers, ElringKlinger refrains from tech-

nical and quantitative incoming goods inspection. 

 

ElringKlinger notifies the supplier immediately of any 

nonconformities in a delivery as soon as such noncon-

formities are determined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In this respect, the supplier shall refrain from 

raising an objection regarding delayed complaints re-

garding nonconformity of quantity as well as non-

obvious nonconformities. 

 

By the ElringKlinger coordinator, the supplier receives 

information on the problem, problem verification, El-

ringKlinger part number, quantity of nonconforming 

products and, as far possible, information on the lot. 

Products subject to complaint shall be immediately re-

turned to the supplier without prepaid carriage. The 

complete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the problem so-

lution takes place with the responsible coordinator at El-

ringKlinger. The supplier uses the 8D form for replies to 

ElringKlinger.   

 8.5.2  시정  조치  

 

ElringKlinger 는 공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사양이 정확한지,  제품의 손상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않았는지  모든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ElringKlinger 는 통계적으로 한정된 수입품  검사를  

수행한다. 

공급업체에 예상된 품질 관리 시스템 때문에,   

ElringKlinger 는 기술 및 양적인 수입품 검사를  

삼가한다. 

 

ElringKlinger 는 기업 활동의 납품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의 어떤 불일치한 결정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업체는 지연된 불만, 불일치한 

수량 및 명확하지 않은 불일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ElringKlinger 담당자에 의해,  공급자는 문제 확인,  El-

ringKlinger 부품 번호, 부적합 제품의 수량과 관련 된 

가능한 한 많은 문제 정보를 받는다. 

불만에 해당하는 제품은 선불 운송 없이 공급자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에 관한 전체 의사 소통은 ElringKlinger 의 

책임 있는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급자 ElringKlinger 에 대한 회신에 대해 8D 형식을 

사용한다. 

 

 

Short-term corrective actions at ElringKlinger within 

12 hours: 

 

ElringKlinger prefers the help of the supplier on site in 

the relevant plants. If sorting or rework is feasible, El-

ringKlinger requires a certified team by the supplier for 

carrying out corrective actions within 12 hours on site. If 

this timing is not possible, an external enterprise can be 

engaged directly, or until the arrival of employees of the 

supplier, for sorting and rework. Information on compa-

nies approved by ElringKlinger can be obtained by the 

ElringKlinger coordinator. 

 

 

Short-term corrective actions at the supplier within 

24 hours: 

 

Within 24 hours the following actions are to be initiated 

by the supplier: 

 Sorting or rework of stock at the production site 

 Sorting or rework of transport-  and stock material 

 Marking of correct products sent to ElringKlinger 

 12 시간 이내에 ElringKlinger 의 단기 조치: 

 

 

ElringKlinger 는 관련 공장 지역에 있는 공급업체의 

도움이 우선적이다. 정렬이나 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ElringKlinger 는 12 시간 이내에 시정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공급업체에 의해 인증된 팀을 필요로 한다. 

이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외부 업체가 직접적으로 잠여 

가능하고, 또한 공급업체의 직원이 선별 및 재작업이 

가능하다. ElringKlinger 에 의해 승인된 기업에 대한 

정보는 ElringKlinger 담당자에 의해 얻을 수 있다. 

 

 

 

24 시간 내의 공급업체의 단기 조치: 

 

24 시간 이내에 다음 조치는 공급 업체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 

 생산 현장에서 분류 또는 재고의 재 작업 

 분류 및 이동품의 재 작업- 그리고 재고 자재 

 ElringKlinger 로 납품 된 합격품의 표시  

 8D 보고서의 1-4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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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step 1-4 of 8D report 

 Info to Quality department of the complaining plant. 

Suspension of the short-term actions may only occur af-

ter consultation with the ElringKlinger coordinator. The 

supplier bears costs incurred for e.g. replacement deliv-

eries, sorting and rework, express transports. 

 
 
 
 
 
 
 
 

Root cause analysis within one week: 

 

Within one week, the supplier sends a detailed root 

cause analysis with possible corrective actions on 8D 

form sheet step 1-5 to the ElringKlinger coordinator. 

 

ElringKlinger expects completion of the 8D-report within 

14 days, provided that no longer-term actions need to be 

implemented.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ve actions is to 

be verified by an internal audit at the supplier. 

 

For field failures and series defects (accumulation of de-

fects with the same error cause or nonconformities in 

construction), a detailed failure analysis according to 

VDA is to be carried out by the supplier and results must 

be reported to ElringKlinger. 

 

 부적합 발생 공장의 품질부서에 정보 전달 

단기 조치의 중지는 ElringKlinger 담당자와 상담 후에 

만 발생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예를 들어, 교체용 배달, 분류 및 재 작업, 

특급 전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일주일 이내에 근본 원인 분석: 

  

일주일 이내에, 공급자는 ElringKlinger 담당자에게 

8D 양식 시트 단계 1-5 에서 가능한 시정조치와 

자세한 근본 원인 분석을 보낸다. 

 

ElringKlinger 는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가 없을 경우, 

14 일 이내에 8D 보고서의 완성을 기대한다. 

시정조치의 효과는 공급업체에서 내부 감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현장 실패 및 연속 결함(같은 원인으로 집계 된 결함 

또는 구조의 불일치)에 대해, VDA 에 따른 자세한 

실패 분석은 공급업체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고 

결과는 ElringKlinger 에 보고 되어야 한다.  

8.5.3  P RE VENTIVE  ACTION   

 

Corrective actions in response to complaints must be un-

dertaken for similar processes and products as well. 

 

 8.5.3  예방  조치  

 

불만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는 유사한 절차와  

제품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