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사감독국은 2016년 5월
질관리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
지하기 위하여 국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부심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해사 부문에 대한
관리체계인증사업을 전문으로 하
는 조선해사인증쎈터일군이 함께
동행하였다.
내부심사원들로는 조선해사
인증쎈터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양
성을 받고 해사사업에 대한 실무
적인 지식을 갖춘 자격있는 일군
들로 선발되였다.

In May 2016, MA conducted the
internal
audit
on
its
overall
performance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more
effectively. The audit was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n official of the
Korea Maritime Certification Center
(KMCC)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the maritime sector of the DPRK.
Qualified MA officials, who underwent
the training of the management
system in KMCC, were selected as
internal auditors.

내부심사에서 제기된 불일
치들은 시정조치검증시에 퇴
치되였으며 결과 국의 업무망
에 의한 2개의 공정 즉 관리
일군회의 결정집행정형보고공
정과 부서 및 련관기관사이
자료통보공정이 수립되여 질
관리체계의 효과성, 효률성이
더욱 높아 졌다.
1 2 월에 진행된 관리일군회
의에서는 내부심사결과와 수
요자의 되돌이정보 ,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 정형들을 검
토, 총화하고 국가해사감독국
의 품질관리총적방향과 부서
들의 직능들을 수정하였다.
국가해사감독국은 앞으로도
국규 10901:2017 질관리체계
요구조건에 준하여 모든 사업
공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나라의 해사감독사업
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갈것이
다.

Two non-conformities found in the audit
were correct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corrective actions. As a result, 2 processes
based on the internal network of MA, that is,
the process of reporting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meeting decision and that of
communication between divisions and relevant
bodies were established so tha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ere enhanced.
In December, the results of the internal audit,
feedback from customers and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were reviewed in the
management meeting, and quality policy and
functions of the divisions were updated
accordingly.
Now MA is directing its effort to developing
the maritime affairs by controlling all the
working processes in a systematic manner on
the basis of KPS 10901:2017, Quality
Management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