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RAMS(I)-철도 RAMS 일반」
과정 참가안내문
교육목표


국내외 철도산업에서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뢰성 및 안전성(RAMS)에 대한 기본
이론과 관련 국제표준의 이해를 통해 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과정개요


대상 : 출연(연) 패밀리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기간 : 2020.6.25(목) (비숙박, 6시간)



장소 : (경기도 의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

특징


출연(연) 연구장비 및 전문가를 활용한 실무형 교육

문의처


교육신청 : KIRD 박한림 부연구위원(043-251-7093, hrpark@kird.re.kr)



교육운영 : KRRI 장동두 선임연구원(031-460-5740, ddjang@krri.re.kr)

과학기술인의 시작, 첫 단추가 좌우한다

교육일정
시간표
일차

시간

내용

참가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09:30~10:00

10:00~12:00

120분

철도 RAMS(1)
(신덕호 책임, KRRI)

12:00~13:00

60분

중식

13:00~14:00

60분

철도 RAMS(2)
(신덕호 책임, KRRI)

14:00~17:00

180분

IEC 62278
(신덕호 책임, KRRI)

17:00~17:30

30분

설문조사 및 종료

1일차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시작, 첫 단추가 좌우한다

행정사항
참 가 준 비


교육복장 : 비즈니스 캐쥬얼(교육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복장)



지참물품 : 개인컵(텀블러), 교육생 간 교류를 위한 명함



지병 등 교육과정 운영자가 참고할 사항은 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수 료


교육시간의 참석률 80%이상,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 80%미만 시 자동 미수료 처리됩니다.



교육시간의 참석률 80%이상이더라도 무단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 시 미수료(퇴소)
처리됩니다.



교육기간 중 불참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허가원 작성 必)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KIRD 홈페이지(www.kird.re.kr)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KIRD는 교육과정 진행 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전체 강의장 및 화장실, 공용공간에 손세정제를 비치
2. 교육 입과 전 전원 열 체크 및 일일단위 관리
나.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교육일정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다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 아래 사항에 해당시는 경우 교육참여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2. [고위험군] : 임신부,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3. 확진자와 접촉 또는 외교부가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국가 방문(14일 이내)
마. 교육기간 중 마스크 착용을 위해, 필요 수량만큼 개별 마스크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읭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000, 5740

승용차 이용
구분

경로안내

과천-의왕고속도로
(월암IC 이용)

의왕톨게이트 통과→ 봉담/발안 방향 직진→ 월암IC → 오른쪽으로 진입
→ 언덕을 내려오면서 연구원 이정표를 보고 좌회전→ 왼쪽 100M 전방

영동고속도로
(부곡IC 이용)

영동고속도로 부곡IC에서 빠져 매표소→ 왼쪽으로 진입→ 수원방향으로
직진→ 연구원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 왼쪽 100M 전방

대중교통 이용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1호선 의왕역(구, 부곡역) 2번출구에서 1-1, 1-2, 1-5, 3-1 버스 이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