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Management and Bow-ties
2 DAYS
보우타이분석(BTA ; Bow tie analysis)은 HAZOP 또는 PHA와 같은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
로서,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도
록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즉, 사고의 경로와 손실의 경로상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barrier 그리고 손
실을 최소화하는 barrier를 식별하며 이를 보우타이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합니다.
보우타이는 현재 전세계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확율은 매우 낮지만 조직이 반드
시 예방하여야 할 중대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장의 직원과 관리자들이 위험을 이
해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관리하며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우타이 다이어그램
은 자산의 관리와 주요 핵심장비를 구별하여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있는 회사들은 중대한 사고를 조사하고 근본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우타이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본 과정은 참석자들에게 보우타이 다이어그램을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전수합니다. 본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DNV에서 보우타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Methodology와 CCPS에서 최근 발행한 Bow tie Risk
Management Guideline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참석자가 현장에서 보우타이를 개발할 때 훌륭한 지
침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우타이 소프트웨어(Bowtie XP)를 최신버전으로 직접 실
습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과정중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본 과정을 이
수한 후 약 1개월정도 사업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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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타이의 역사
보우타이의 이론적 기술 배경
보우타이의 장점
보우타이와 위험성평가의 관계
보우타이의 다양한 사용사례
(중대사고예방 / 사고조사 / 연구개발)
보우타이 개발 Methodology
(Hazard/Top event/Threats/Consequences
/Barriers/Escalation factors and controls)
보우타이에서의 인적요소 및 조직적요소 적용
보우타이 소프트웨어 사용법 전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보우타이 개발 실습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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