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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urpose 목적 

The purpose of this procedure is to describe handling of incidents, complaints and appeals 
received from the clients, in-house, and from other parties.  

이 절차의 목적은 고객, 사내 및 다른 당사자로부터 받은 사건, 불만 및 이의제기의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2.0 Scope 범위 

This procedure covers all complaints and appeals received from individuals by any means, like 
written, verbal, e-mail, etc. It also includes adverse findings during evaluation. 

이 절차는 서면, 구두, 전자-메일 등과 같은 모든 방법으로 개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불만 및 

이의제기를 다룬다. 또한 평가 중에 불리한 결과를 포함한다. 

 

3.0 Responsibility 책임 

3.1 Management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for receiving the complaint and appeal from the 
client / other interested parties. Management Representative, in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staff 
and auditors is responsible for handling, validating and analysis of the complaint and appeal to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s / other interested parties.  

경영대표자는 고객/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 및 이의제기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대표자는 사무실 직원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 불만 사항을 처리, 유효성 검사 및 분석하고 

고객/기타 이해 관계자의 만족도에 호소할 책임이  있다. 

 

3.2 The overall responsibility to execute this procedure is given below.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 전반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Activity (활동) Responsibility(책임) 

Completion and  submission of incident report/ records for 
entry into the Corrective Action System 

시정 조치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사건 보고서/기록의 완료 

및 제출 

All staff members of IGSC. 

IGSC 의 모든 직원  

Inci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사건 조사 및 분석 

Management Representative 

경영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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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ing of complaints and appeals and submission to 
committee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위원회에 제출 

Certification Manager 

인증관리자 

Review, analysis and decision for closing 

종료에 대한 검토, 분석 및 결정 

Certification Manager 

인증관리자 

 

4.0 Description of activity 활동에 대한 설명 

4.1 Evaluation Incidents 평가 사건 

4.1.1 IGSC recognizes that incidents occur in daily operation that collectively have an impact on the 
evaluation process. In order to properly analyze and address system issues, a consistent and 
thorough process for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vital.     

 IGSC 는 평가 프로세스에 총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시스템 문제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위한 일관되고 철저한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4.2            Complaints 불만 

 Complaints are incidents of grievance or dissatsifaction with IGSC  Complaints may be:  

 불만 사항은 IGSC 불만 사항으로 인한 불만 또는 불만 제기의 사건이 될 수 있다. 

• Internal in nature – raised by a staff member of IGSC,with regard to internal services, 
operations or employees’ performance. 

내부적 특성상 - 내부 서비스, 운영 또는 직원의 성과와 관련하여 IGSC 의 직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 External in nature – raised by clients of IGSC, suppliers or other affiliated organizations. 

외부적 특성상 - IGSC, 공급업체 또는 기타 제휴 기관의 고객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 Written 서면 

• Verbal 구두 

• Complaints raised by clients or stakeholders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4.3 Terminology used in this procedure for incidents  

사건에 대해 이 절차에 사용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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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cidents and complaints are considered as any of the following four things, and this 
procedure describes the system for handling the same. 

 사고 및 불만 사항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 절차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명한다. 

 

4.3.1 Suggestions 제안 

 IGSC recognizes that positive feedback is as important as negative. Suggestions are vital in 
identifying preventive action and system improvement. As with complaints, suggestions may be 
internal or external in nature, written or verbal. 

 IGSC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정적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제안은 예방 조치 

및 시스템 개선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만 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안은 본질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다. 

 

4.3.2 Appeals 이의제기 

 IGSC recognizes that the client may have some reservations or may not agree with the conduct 
of auditors, evaluation findings, certification committee decision and / or overall interaction with 
IGSC staff. Client is free to communicate the same to IGSC.  

 IGSC 는 고객이 감사, 평가 결과, 인증 위원회 결정 및 / 또는 IGSC 직원과의 전반적인 상호 작용의 

수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고객은 마찬가지로 IGSC 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 

 

4.3.3 Observations 관찰 

 Observations are witnessed incidents of service / operational deficiency, malfunction and or 
failure. Observations are often made by individuals independent of the activity witnessed, and 
therefore, objective in nature. Observations also play important role in identification of preventive 
action and system improvement.  

 관찰은 서비스 / 운영 결핍, 오작동 및 고장의 사건을 목격한다. 관찰은 종종 목격된 활동과는 

별개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객관적이다. 관찰은 또한 예방 조치 및 시스템 

개선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한다. 

 

4.3.4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개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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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rtunites for improvement are incidents where the system has not failed, yet greater 
operational efficiency may be obtained by analyzing current practices. Opportunites for 
improvement are often collected internally, but input from external sources is also beneficial. 

 개선 기회는 시스템이 실패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현재의 관행을 분석하여 더 큰 운영 효율성을 

얻을 수있다. 개선의 기회는 종종 내부적으로 수집되지만 외부 출처의 의견도 유용하다. 

 

4.4 Receipt of Incidents 사건 접수 

4.4.1 The incident may be reported by any means – verbal or written. In case of an external source, 
the incident report may be received by any staff member. The staff member shall fill the incident 
report format, recording all the information and details of the complaint. The filled report format 
shall be submitted to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for further action. In case of internal 
source, the incident report format shall be filled by the staff member and submitted to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이 사건은 구두 또는 서면 등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될 수 있다. 외부 출처의 경우 모든 직원이 사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은 불만 사항의 모든 정보와 세부 사항을 기록하여 사건 신고 형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보고서 형식은 추가 조치를 위해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 

출처의 경우 사건 신고 형식은 직원에 의해 작성되어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4.2 Management Representative shall contact (by telephone, e-mail, letter) the external source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information within 5 working days of receipt. He shall understand the 
issue in detail from the source (to avoid any error in writing the report). He may decide to 
personally meet the initiator, depending on the gravity and seriousness of issue. 

경영대표자는 외부 출처에 연락하여 영업일 5 일 이내에 정보 수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그는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따라 개인적으로 개시인을 만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4.3 In case of Complaints and Observations, it may be against IGSC.  (a system / procedure or a 
person) or IGSC certified companies (client). In case of suggestion / opportunity for improvement, 
it is for IGSC to study the suggestion and decide. 

불만 및 관찰의 경우 IGSC 에 위배될 수 있다. (시스템 /절차 또는 사람) 또는  IGSC 인증 

회사(클라이언트) . 제안 / 개선 기회의 경우,  IGSC는  제안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4.4.4 All such incidents received by any means or by anyone is first of all recorded in the Incident 
report with the detai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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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단 혹은 누구에 의해 수신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세부 사항과 함께 사건 보고서에 

우선적으로 기록된다. : 

• Complaint and appeal sr. no.,불만 및 이의제기 숫자. 

• Mode of receipt, 수령 방식 

• Received by, 수신 

• Name of client / other interested party, 고객의 이름/기타 이해관계자 

• Description of complaint and appeal,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 

• Reference of services against which complaint and appeal is raised along with the reference, 

date and other details. 날짜 및 기타 세부 사항과 함께 불만 및 이의가 제기되는 서비스의 참조 

 

4.4.5 Clients / other parties’ complaints and appeal incident reports are submitted to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for analyzing the root cause.  

고객/기타 당사자의 불만 사항 및 항소 사건 보고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대표자에게 

제출된다. 

 

4.4.6 Management Representative validates the complaint after checking necessary backup records 
or personal interview of auditors / staff members (who were involved in the job). 

경영대표자는 필요한 백업 기록이나 심사원/직원 (직무에 관련된 사람)의 개인 인터뷰를 확인한 

후 불만을 확인한다. 

 

4.5 Handling of Complaints and Observations 불만사항 처리 및 관찰 

4.5.1 In case of a complaint / observation against IGSC Management Representative analyzes the 
issue to determine if there is a system error or any person’s error. He determines the root cause 
as well as correction,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The possible complaints are – 

IGSC 경영진에 대한 불만/관찰의 경우 시스템 오류 또는 사람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한다.  그는 근본 원인 뿐만 아니라 시정, 시정 및 예방 조치를 결정한다. 가능한 

불만 사항은 – 

• Administration related – it includes problems with appointments, certification files, certificates 
issued, or late issue of certificate; 

관리 관련 – 약속, 인증 파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늦은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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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ors / subcontractors related – it includes problems with incomplete evaluation or 
surveillance documentation; 

심사원/하청업체 관련 – 불완전한 평가 또는 사후관리 문서의 문제점이 포함된다.   

• Agents related – it includes problems with general compliance with IGSC administration or 
Evaluation procedures 

관련 에이전트 - IGSC 관리 또는 평가 절차를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4.5.2 The correction is effected immediately to satisfy the complainant. This may include training / 
counseling of the person involved. The CAPA is discussed with management during next 
Management Review. Appropriate action is taken based on discussions (change in procedure / 
formats, training to all personnel, etc). An e-mail is sent out to all staff detailing the issue and 
remedial action (for information). A copy of the complaint and investigation details is maintained 
in the respective individual’s personal file for reference during the performance appraisal. 

시정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신고자를 만족시킨다.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의 교육 /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PA 는 다음 관리 검토 중에 경영진과 논의된다. 적절한 조치는 토론 (절차 

/ 형식의 변경, 모든 직원의 교육 등)에 따라 수행된다. 모든 직원에게 전자 메일이 발송되어 문제 

및 수정 조치(정보)를 자세히 설명한다. 불만 사항 및 조사 세부 사항의 사본은 성과평가 중에 

참조할 수 있는 1 개의 파일로 각 개인의 개인에게 유지된다. 

 

4.5.3 In case of a complaint / observation against a client,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studies 
the complaint and discusses with the auditors (last evaluation). If the complaint is found genuine 
and valid, i.e. it indicates a system failure, the complaint is sent to the client for a response. No 
confidential reports or information will be sent to complainant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lient. Adequate time is given to the client for response. If required, Management 
Representative follows-up with the client for the response. Depending on the response, 
Management Representative may decide to – 

고객에 대한 불만/관찰의 경우, 관리 담당자는 불만을 연구하고 심사원 (마지막  평가)과 논의한다. 

불만 사항이 정품이고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면 시스템 오류를 나타내며 불만 사항은 응답을 위해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고객의 서면 허가 없이는 기밀 보고서나 정보가 신고자에게 보내지지 

않는다. 응답에 대한 적절한 시간이 클라이언트에 주어진다. 필요한 경우 경영대표자는 응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후속 처리한다. 응답에 따라 관리담당자가- 

• Write to the complainant about the response and ask for his response 

신고자에게 응답에 대해 쓰고 그의 대답을 요청한다. 

• Ask further clarification from th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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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 

• Depute auditors to personally visit the client and investigate for system failure. Such visit 
shall be considered as special visit and charged to client. 

위임된 심사원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시스템 오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특별 방문으로 간주되며 고객에게 청구된다. 

 

4.5.4 Request a joint meeting with client, complainant and IGSC.  

고객, 신고자 및 IGSC 와의 공동회의를 요청한다. 

 

4.5.5 Management Representative shall communicate with the complainant, at the end of the process, 
detailing the findings and to formally close the complaint. A copy of the correspondence is kept 
in the client file for records, and the same is passed to auditors during next evaluation. The 
details of all complaints and action taken (Correction, CAPA) are discussed in Management 
Review and IC meeting. 

경영대표자는 처리가 끝나면 신고자와 의사 소통하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불만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응 사본은 기록을 위해 클라이언트 파일에 보관되며 다음 평가 중에 

심사원에게 동일하게 전달된다. 수행된 모든 불만 사항 및 조치(시정, CAPA)의 세부 사항은 관리 

검토 및 IC 회의에서 설명된다. 

 

4.6 Handling of Appeals 이의제기 처리 

 Any client who fails to satisfy an evaluation or surveillance may appeal against the decision. 
Where an appeal is received, the following procedure will be followed. 

 평가 또는 감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다음 절차가 따른다. 

 

4.6.1 Managing Director wi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certification committee. Under the leadership 
of Managing Director, the committee will hear the appeal and determine the outcome. In case, 
Managing Director is part of the evaluation / certification team, he shall decide the investigating 
officer for the appeals process. In such a scenario, Managing Director shall approach 
Certification Committee and / or IGSC.  team to provide decision on the appeal. The decision on 
the appeal shall be taken based on the decision by IGSC. committee and the Certification 
committee. Results of the appeal will be repor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본부장은 인증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것이다.  본부장의 지도하에 위원회는 항소를 듣고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본부장은 평가/인증팀의 일원이며,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조사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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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본부장은 공평성 위원회 및/또는  IGSC 에 접근해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IGSC 의 결정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위원회와 공평성 

위원회. 이의제기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된다. 

• All appeals shall be received by the Certification Manager and details of appeals shall be 
recorded in the Appeals Register maintained by the Certification Manager. 

모든 이의제기는 인증 관리자가 접수하며 항소 세부 사항은 인증 관리자가 관리하는 이의제기 

등록부에 기록된다. 

• Certification Manager shall investigate the appeal made and inform the client about its plan 
of action for investigation and action thereon.  

인증 관리자는 이의제기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계획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An investigation report (Incident Report) for each individual appeal shall be maintained by 
the Certification Manager. In case, any further corrective action is required, post actions shall 
be identified and taken based on Incident report – Corrective action procedure QP04 is 
implemented. 

각 개별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사건 보고서)는 인증 관리자가 유지한다. 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건 보고서에 따라 사후 조치를 식별하고 취해야 한다. - 시정 조치 

절차(QP04)가 이행된다. 

• A copy of the investigation report shall be sent to the client. 

조사 보고서의 사본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된다. 

• In case of any further ambiguity, the same shall be review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priate decision shall be arrived at. 

모호할 경우, 이사회의 동일한 검토와 적절한 결정이 도착한다. 

• In case the issue still remains open; the same shall be intimated to the accreditation board 
for its valuable comments.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귀중한 의견에 대해 인정 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시사한다. 

• All appeals made are collated and analyzed on a yearly basis. 

모든 이의제기는 매년 집계 및 분석된다. 

• Necessary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shall be taken based on the appeal trend. 

필요한 시정 및 예방 조치는 이의제기 추세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 Appeals trend and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taken shall also be reviewed as part of 

the Management committee meeting and Certification committee meeting. 

이의제기 추세 및 시정,예방 조치도 경영위원회 회의 및 공평성 위원회 회의의 일환으로 

검토한다. 

• Certific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details with respect to the appellant and actions 
thereon   are not shared with the evaluation team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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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자는 신고자 및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평가팀 구성원과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Certific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no discriminatory action is taken against the appellant. 

인증관리자는 신고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he client is made aware of the appeal process and its details are made available to him on 
request. 

고객은 이의제기 절차를 알고 있으며 요청 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6.2 In case of an appeal made by a client against a decision made by auditors, lead auditors or 
certification committee, the appeal shall be recorded by Management Representative and 
forwarded to the Certification committee. The Certification committee shall review the appeal, 
and investigate (which may include discussion with concerned client, respective auditors / lead 
auditors and review of evaluation report). The Certification committee may also direct any other 
lead auditors to visit the site and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appeal. The decision taken by the 
Certification committe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lient and to Management Representative 
for necessary action. The case is also discussed during the next MRM and Certification 
Committee meeting. In special cases, the case may be discussed with Certification Committee 
members on one–to–one basis. 

심사원, 선임심사원 또는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이의제기의 경우, 항소는 

경영대표자가 기록하고 이의제기 소위원회에 전달한다. 이의제기 소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조사한다(관련 고객, 각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평가보고서  검토 포함).  이의제기 

소위원회는 또한 다른 선임심사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이의제기의 유효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의제기 소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고객과 경영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다음 MRM 및 공평성 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된다. 특별한 경우, 이 사건은 공평성 

위원회 위원들과 일대일로 논의될 수 있다. 

 

4.7 Handling of Suggestions / Opportunity for improvement 

제안의 처리 / 개선의 기회 

• In case of suggestion / opportunity for improvement, the source is predominantly internal and 
the concerned staff member fills the incident report format and submits it to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The other source may be internal / external evaluation.  

제안/개선기회의 경우 출처는 주로 내부이며 관련 직원은 사고 신고 형식을 채우고 

경영대표자에게 제출한다. 다른 출처는 내부/외부 평가일 수 있다.   

• Management Representative studies the suggestion to determine any conflict with ISO/IEC 
17065 Standard and IGSC policy. In case the suggestion is in conflict, the same is 
communicated to the initiator. However, the suggestion is also discussed in Management 
review. In case the suggestion is found not in conflict, the suggestion is studied for benefits 
and the impact on other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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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표자는 ISO / IEC 17065  표준 및  IGSC 정책과의 충돌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을 

연구한다. 제안이 충돌하는 경우, 동일한 개시인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제안은 또한 경영 

검토에서 논의된다. 제안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 제안은 혜택 및 다른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다. 

• The suggestion is accepted if found beneficial and does not adversely impact any other 
process. Management Representative determines the changes in existing documentation 
and implements them through Document Change process (QP01).  

제안은 유익한 발견 및 부정적인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경영대표자는 기존 문서의 변경 내용을 결정하고 문서 변경 프로세스(QSP01)를 통해 이행한다. 

• If any client or interested party asks for the appeal / complaint handling process, then the 
request is forwarded to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He will inform a client / any other 
interested party the appeal and complaint handling process of IGSC, if any complaints / 
appeals are received by client/ interested party. 

고객 또는 이해 관계자가 이의제기/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은  

경영대표자에게 전달된다. 그는 고객/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IGSC 의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과정을 고객에게 알릴 것이다.   

 

4.8 Closing of complaint and appeal 불만 및 이의제기 종결 

4.8.1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nonconformity,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 Certification 
Manager may follow-up with requests for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When the 
investigation of client’s complaint and appeal determines that remote operation or other external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the complaint and appeal, the Certification Manager or his delegate 
contacts these organizations and provides them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부적합의 특성에 따라 경영대표자/인증 관리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요청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객의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가 원격 운영 또는 기타 외부 조직이 불만 및 항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 관리자 또는 대리인은 이러한 조직에 연락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4.8.2 Every client’s complaint and appeal is recorded. The records are maintained by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 Certification Manager. When there are copies of written communication, reports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o a complaint and appeal, these records are organized into a file 
and are identified with the complaint and appeal number and also having records of the 
corresponding corrective or preventive actions. The records of investigations concerning product 
quality or other test characteristics are maintained by Certification Manager. Based on analysis 
of client / other party’s complaint and appeal, necessary actions are taken and client is replied 
for closing the complaint and appeal. Management Representative identifies need for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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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to prevent such complaint and appeal in future, and accordingly 
concerned person is informed. 

모든 고객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기록된다. 기록은 경영대표자/인증 관리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면 통신, 보고서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은 

파일로 구성되며 불만 및 이의제기 번호로 식별되며 해당 시정 또는 예방 조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제품 품질 또는 기타 테스트특성에 관한 조사 기록은 인증 관리자에 의해 유지된다. 고객 / 

상대방의 불만 및 이의제기 분석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고객은 불만 및 이의제기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 회신한다. 경영대표자는 향후 이러한 불만과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된다. 

 

4.8.3 All the complaints and appeals received by IGSC shall be closed within 7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complaint and appeal. Certification Manager is 

authorized for closing of complaint and appeal. 

IGSC 가 접수한 모든 불만 사항 및 이의제기는 불만 접수 및 이의제기 접수 후 영업일 7 일 이내에 

종결된다. 인증 관리자는 불만 및 이의제기의 종결 권한이 있다. 

 

5.0 References 참조 

5.1 QP01. Procedure for document and data control  

문서 및 데이터 제어를 위한 절차 

5.2 QP04. Procedure for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절차 

6.0 Enclosures  

7.0 Formats / Exhibits    형식/전시 

7.1 QF16. Incident Report 사건보고서 

7.2 QF18. Incident Log     사건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