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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능안전 기반 RAMS 분석 실무과정” 교육 프로그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교육 프로그램은 당사의 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뢰성/안전성 분석 

이론과 전문 소프트웨어 실습을 겸한 교육 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교육입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규격이나 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본 교육 과정의 세부 일정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1. 세부 교육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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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 일정 

 

 

1. 개요 

 

1) 교 육 명: 기능안전(FS) 기반 RAMS 분석 실무 과정 

2) 교육일자: On-site (2일 총 14시간, 비합숙) 

3) 장    소: TBD 

4) 강    사: 당사 전문가 

5) 수강인원: TBD 

6) 교 육 비: TBD  

7) 교육문의: TBD 

 

2. 교육 내용 

 

1) 세부 교육 내용 

일자 세부 교육 내용 비고 

 

1일차 

09:30~17:30 

1. RAMS 개요 

 RAMS 정의 및 기술적 개념 

 시스템 내부 고장의 영향 관계 

 RAMS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스템 수명주기 및 단계별 RAMS 활동 

2. 수명분포 및 신뢰성 척도 

 확률분포 개념 

 지수, 와이블 등의 수명분포 특성 

 신뢰성과 신뢰도 개념 

 고장률, 평균수명, 백분위수 및 평균잔존수명 

 가용도 및 정비도 개념 

 신뢰성 척도 관계 

3. 신뢰도 예측 및 관련 규격 

 신뢰도 예측 방법, 목적 및 가정사항 

노트북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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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부 교육 내용 비고 

 신뢰도 예측 절차 

 MIL-HDBK-217F 기반의 신뢰도 예측 

 Telcordia SR-332/IEC 62380 기반의 신뢰도 예측 

 신뢰성/안전성 분석 소프트웨어 실습 

 

 

2일차 

09:30~17:30 

4. 시스템 신뢰도 배분, 모델링 및 분석 

 신뢰도 배분 방법 

 시스템 신뢰성 모델링 방법 

 신뢰성블록선도(Reliability Block Diagram) 

 공통원인고장(CCF) 

 고장수목(Fault Tree) 분석 

 RBD와 Fault Tree 관계 

 마코프(Markov) 모델링 방법 

 고장유형 및 영향 분석(FMEA/FMECA) 

 신뢰성/안전성 분석 소프트웨어 실습 

5. 위험원, 위험도 및 기능안전 분석 

 안전성과 위험도 개념 

 위험원(Hazard)과 위험도(Risk)의 관계 

 기능 안전 개념 및 관련 규격 

 안전무결성과 Safety Integrity Level(SIL) 개념 

 위험도 분석 절차 

 위험원 분석 방법: PHA, SHA, IHA, HAZOP 등 

 위험도 분석 방법: Risk Matrix, Risk Graph 등 

 소프트웨어 신뢰성 및 무결성 개념 

 위험도 관리 절차 

 제3자 안전성 평가 또는 독립 안전성 평가(ISA) 절차 

 신뢰성/안전성 분석 소프트웨어 실습 

 

노트북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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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 사항 

1. 상기 교육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2. 상기 교육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되지 않는 과정임 

3. 교육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4. 소프트웨어 실습을 위해 교육생은 노트북 준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