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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기초적인 것이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문서의 최신판은 CGE(이메일 

support@bowtiexp.com) 또는 BowTieXP 부가가치 재판매자(Value Added Reseller)를 통하여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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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 2004-2018. BowTieXP는 IP Bank B.V.의 등록 상표이며 사전 통

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문서 이용 약관 
 

이 문서 및/또는 그 일부는 BowTieXP 소프트웨어 도구 및 방법론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방법론만 사

용하는 교육이나 다른 도구나 방법론에 관한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서 및/또는 그 일부는 반드시 본 이용 약관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 약관 없이 이 자료를 소유 

및/또는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공용 다운로드 위치에서 게시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 재판매자(VAR)는 이 문서를 인쇄물 

및/또는 PDF 형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오직 VAR만이 이 문서를 예상 고객 또는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

으며, 이들 중 누구도 CGE의 경쟁사여서는 안 된다. 

 

BowTieXP 소프트웨어 도구의 공식 VAR만이 이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서를 사용하기 이전에 

www.cgerisk.com 사이트를 방문하여 VAR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VAR에 의해 이 문서를 제공받지 않

았다면, 저희에게 즉시 이메일 support@cgerisk.com으로 알려주십시오. 

 

다음의 경우, VAR은 이 문서를 편집하거나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 VAR은 이용 약관, 저작권 통지 및 로고를 수정하지 않는다. 

• VAR은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에게 알리고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

로 변경 내용의 사본을 보낸다. 

• VAR은 문서의 변경된 내용 및 변경된 내용이 문서 전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적인 책

임을 진다. 

• VAR은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의 이름과 명성에 해를 주지 않는다. 

• VAR은 원칙적으로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 B.V.가 교육용 가이드(참조용)에 해당 내용

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http://www.cgerisk.com/
mailto:support@cgeri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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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감사의 말 

보타이(Bowtie) 방법론 및 BowTieXP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위험도 관리 전

문가들은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인 BowTieXP를 사용하여 이 방법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1.2. 문서 구성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작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 2장, 7쪽의 빠른 설치 가이드, 이 가이드에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BowTieXP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3장, 11쪽의 빠른 시작 가이드, 이 가이드에서는 보타이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보

타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한다.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념을 설명한다. 

• 4 장, 37쪽의 지원, 문의사항이 있을 때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빠른 시작 설명서를 읽은 후에는 첫 번째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

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체 소프트웨어 설명서 또는 방법론 설명

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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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른 설치 가이드 

  이 장에서는 BowTieXP의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2.1. 개요 

사용자의 컴퓨터에 BowTieXP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발생하

거나 설치 과정,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및 호환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소프트웨어 

전체 매뉴얼을 참조한다. 소프트웨어 전체 매뉴얼을 받고 싶다면 CGE Risk Management Solutions에 연

락한다. 

2.2. BowTieXP 설치 

윈도우 Vista 사용자 유의사항: 

 

BowTieXP는 .NET Framework 3.5 SP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윈도우 7 이상은 이미 설치

되어 있는 .NET Framework version 3.5 SP1과 호환되거나 필요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설치

된다. 윈도우 Vista에서는 이것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

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22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아래 사이트로 이동한다. 

 
http://www.cgerisk.com/downloads/bowtiexp/  

 

BowTieXP 설치 프로그램(.msi)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2.3. BowTieXP 활성화 

BowTieXP를 처음으로 실행하면 활성화 또는 시험판 코드(Activation or trial code)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

다.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22
http://www.cgerisk.com/downloads/bowti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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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활성화 대화 창 

 

유효한 시험판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코드를 활성화 또는 시험판 코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BowTieXP가 실행된다.  

 

BowTieXP를 구매한 경우 BowTieXP를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활성화 코드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호스

트 ID(Current host id) 텍스트 상자에 나타난 코드를 복사하여 이메일(support@cgerisk.com)에 붙여넣

은 후 CGE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활성화 코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 코드를 활성화 또는 시험판 코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BowTieXP는 영구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2.3.1. 이전 호스트 ID로 활성화 

때로는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사용, 윈도우 버전의 변경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변경으로 인해 호스트 

ID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활성화 코드가 더 이상 호스트 ID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원

래의 호스트 ID(CGE에 보낸 활성화 코드의 생성에 사용된 원래의 호스트 ID)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Product Activation 창(그림 2 참조)의 “Lock to” 드롭다운 메뉴에서 “Lock to this co

mputer with an old host id” 옵션을 선택한다. 그러면 기존에 활성화된 호스트 ID(처음에 우리에게 보

낸 호스트 ID)뿐만 아니라 현재의 호스트 ID도 표시될 것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2 -원래의 호스트 ID로 활성화  

 

mailto:support@governor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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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호스트 ID와 활성화 코드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코드를 보낼 필요가 없다. 단지 활성화 코드에 속한 호스트ID만 알려주면 된다. 

“Activated host id” 필드에 활성화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이전 호스트 ID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활성화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호스트 ID는 항상 활성화 코드와 동일한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림 4와 같은 텍스트로 표시된다.  

 

 

그림 4 – 활성화 코드 이메일 메시지  

 

활성화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호스트 ID는 그림 4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 호스트 ID가 

“Activated host id” 필드에 복사되면, 소프트웨어가 해당 호스트 ID를 받아 활성화 코드와 일치시킬 것

이다. 이제 OK 버튼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BowTieXP는 컴퓨터에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너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이 부분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 코드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갱신된 코

드에 대해 문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 변경된 호스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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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른 시작 가이드 

  여기서는 간단한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알려준다. 

3.1. 보타이 방법론 개요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보타이 방법론은 위험도(Risk)1 평가, 위험도 관리 및 (매우 중요한) 위험도 의사소통에 사용된다. 이 방법

론은 특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위험도 및 조직적 상황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방법론의 강점은 단순함에 있다; "Less is more"라는 문구가 확실히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들의 활동 또는 비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위험도 관리는 전적으로 위험도 

감지 관리에 관한 것이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위험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 내 담당자의 

능력에 맞춘 충분한 위험도 의사소통에 의해 성취될 수 있으며 이로써 운영 소유권이 수립된다.  

 

많은 위험도 평가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특정 유형의 장비에는 충분하지만 조직

의 위험도 평가에는 가치가 덜할 수 있다. 인간은 기계보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존재하는 모든 요인

(인원, 장비, 시간, 날씨, 조직상의 요인 등)의 운영 결합은 더욱 더 어렵다. 세계 자체만큼이나 복잡한 환경

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많은 조직에서 특정 결과(사고로부터 발생하

는)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높아서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즉, 가

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타이 방법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하도록 BowTieXP가 도울 것이다. 

 

                                                
 
1 ISO/IEC Guide 51에 의하면, risk는 “combination of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harm and 

the severity of that harm”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위험도’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참고로 일부 

산업분야의 경우 “위험성”이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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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이 방법론에서 위험도는 위험요인, 정점사상, 위협 및 결과 사이의 관계로 설명된다. 장벽은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해 조직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3.1.1. 위험요인(Hazard) 

“위험요인”이라는 단어는 원치 않는 것을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위험요인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활동이나 

상태이지만 위험요인 없이는 사업이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석유 산업의 경우, 석유는 위험한 물질(부

주의하게 취급하면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음)이지만 석유 산업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석유이다. 통제

를 받는 한 아무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은 관리되어야 한다. 

3.1.2. 정점사상(Top event) 

따라서 위험요인이 통제되는 한 그것은 원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안가로 향하는 파이프 속

의 석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상으로 인해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를 벗어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보타이 방법론에서 이러한 사상을 정점사상이라고 한다. 정점사상은 아직 재해는 아니지만, 위험요인의 

위험한 특성이 이제 드러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외부에 있는 석유(밀폐 상태의 상실)를 들 수 

있다. 큰 재해는 아니지만 올바르게 저감되지 않으면 더 많은 원치 않는 사상(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  

3.1.3. 위협(Threats) 

종종 정점사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다. 보타이 방법론에서는 이를 위협이라고 한다. 

위협은 충분 또는 필요일 수 있다. 모든 위협 자체는 정점사상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의 부식은 밀폐상태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3.1.4. 결과(Consequences) 

정점사상이 발생하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는 위험요인의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사건으로 직접적인 손실 또는 손상을 초래한다. 보타이 방법론에서 결과는 조직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

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원치 않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환경으로의 기름 유출을 들 수 있다. 

3.1.5. 장벽(Barriers) 

위험도 관리는 위험도 통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이

루어질 수 있다. 장벽(또는 방지대책)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힘 또는 의도에 대해 취하

는 모든 수단일 수 있다.  

 

보타이 방법론에는 정점사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행(Proactive)하는 장벽(정점사상의 좌측)이 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의 정기적인 부식 검사를 들 수 있다. 정점사상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사후(Reactive) 장벽(정점사상의 우측)도 있다. 예를 들어, 누유 감지 장비 또는 오일 탱크 플랫폼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을 들 수 있다. 

 

장벽(Barrier)과 방지대책(Control)은 동일한 개념이며 산업과 회사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사용한다. 이 문서

에서는 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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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악화요소(Escalation factors) 

이상적인 상황에서 장벽은 위협이 정점사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장벽이 100% 효

과적이지는 않다. 장벽이 고장나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 보타이 방법론에서 이를 악화요소라고 한다. 악화

요소는 장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

인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진을 들 수 있다. 

 

악화요소는 저감요인(Defeating factors) 또는 장벽 붕괴 메커니즘(Barrier decay mechanisms)이라고도 한

다. 이 용어는 산업분야나 회사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이 문서에서는 악화요소(Escalation facto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1.7. ALARP 

위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위험요인은 정상적인 사업의 일

부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실

행가능한 만큼 낮게(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

야 한다. 위험도가 ALARP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얻는 이익

보다 상당히 불균형을 보일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ALARP는 조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이 어떤 위험도를 감수 또는 감수하지 않는지 그리

고 장벽/방지대책에 대해 무엇을 사용(시간과 비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3.1.8. 용어 정리 

이제 여러분은 다음 용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 위험요인은 발생 가능하며, 정상적인 업무의 일부이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 정점사상, 아직 재해는 아니지만 원치 않는 상태의 연쇄 사상 중 첫 번째 사상. 

• 정점사상은 위협(충분 또는 필요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정점사상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 (선행) 장벽은 위협이 정점사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임. 

• (사후) 장벽은 정점사상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임. 

• 악화요소는 장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감소시키는 조건임. 

 

다음 절에서는 아래의 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 소프트웨어 레이아웃에 대한 간략한 개요 

• 보타이 위치 추가/정의 

• 위험요인 및 정점사상 추가 

• 위협 추가 

• 결과 추가 

• 장벽 추가 

• 악화요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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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owTieXP 화면 

BowTieXP를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몇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다. 

• EULA에 동의한다면, 

• 버전 내역/출시 정보가 표시되고, 

• BowTieXP가 업데이트 및 기타 기본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용하고 싶은 언어 

EULA에 동의한 후 모든 것을 기본값으로 둘 수 있다. 

 

이 화면은 처음에만 나타난다. 작업이 완료되면 BowTieXP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BowTieXP를 시작한 후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6 - 프로그램의 주요 화면 

 

이 화면은 사례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익숙하게 다루어야 할 몇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여러 창의 제목을 참고한다. 즉, 문서 전체에서 이러

한 이름으로 창을 참조할 것이다. 

 

이 절에서 필요한 창은 밝게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참고: BowTieXP의 다른 버전을 실행하는 경우 화면 레이아웃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고급 버전 및/

또는 IncidentXP 및 / 또는 AuditXP 부가 기능을 구입한 경우 일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BowTieXP의 표준 버전에 없는 모든 기능이 텍스트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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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표시된 스크린샷 설명 

 

트리뷰(Tree view) – 트리뷰 창을 사용하면 보타이 사례 파일

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창에서 파일, 활동, 문서 및 보타이 

위치와 관련된 참조표를 포함한 사용자의 사례 파일에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트리뷰에서 다이어그램의 다른 부분을 클릭

하여 신속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각각의 아이템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펼치거나 감추기 위해  

‘+’ 또는 ‘-’ 아이콘을 클릭한다.  

 

다이어그램 – 다이어그램 창에서는 사용자 다이어그램의 시

각적 부분을 만들 수 있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과 

관련된 뚜렷한 모양이 있으며 그 모양은 사건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다이어그램 창을 제도판으로 볼 수 있다. 

 

편집기 – 편집기 창에서 사용자는 다이어그램 안에 작성한 

모든 내용을 제출 및 편집할 수 있다. 트리뷰나 다이어그램 

창 안에 있는 항목을 두 번 클릭하면 그 항목의 다양한 필드

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창이 나타날 것이다.  

참고: 어떤 항목을 한 번 클릭하여 선택하고 F2 키를 눌러 편

집기를 호출할 수도 있다. 

 

트리뷰, 다이어그램, 및 편집기 창 또는 이 장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창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참조 매뉴얼

을 참조한다. 

 

 

문제 발생 시 몇 가지 팁: 

 

1. F2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항목에 대한 편집기 창이 나타날 것이다. 

 

2. Shift + F12 키를 누르면 모든 창이 기본 위치로 복원된다. 즉, 스크린샷에 표시된 레이아

웃이 복원된다. 툴바에서 별표 아이콘을 누를 수도 있다. 

 

3. 다이어그램을 찾을 수 없다면, 위험요인/정점사상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다이어그램 탭 대신 

다이어그램 창에서 개요 탭과 같은 다른 탭을 선택했을 것이다. 

 

4. 트리뷰에서 “+”기호를 누르면 숨겨진 가지가 표시되고, “-“기호를 누르면 해당 기호가 숨겨

진다. 

 

이제 첫 번째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샘플 보타이 다이어그램이 이미 생성되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면 아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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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이어그램 빠르게 추가 

새로운 위험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종종 완료되면, 다이어그램 메뉴에서 “새 보타이 다이어그램 추가(Add 

new BowTie Diagram)”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 - 새 보타이 다이어그램 추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새로운 빈 보타이 다이어그램이 추가되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편집하려면 

항목을 두 번 클릭한다. 새 항목을 추가하려면 다이어그램의 녹색 버튼을 찾는다. 

 

 

그림 7 - 녹색 “+” 버튼 

3.4. 단계별-1단계 보타이 그룹 추가 

각 보타이 다이어그램은 보타이 그룹에 속한다. 이전 단락의 바로가기를 사용하면 새 기본 다이어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 보타이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단계별로 만드는 방

법을 설명할 것이다. 보타이 그룹을 조작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려면 단순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보타이 그룹을 추가하는 것은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여러분은 한 개 이상의 그

룹에 대한 사례를 생성한다. 보타이 그룹은 창고 또는 석유 시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자동차

일 수도 있다. 각 그룹은 다수의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위험요인/정점사상의 조합에 

대한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보타이 그룹을 생성하려면 트리뷰 창으로 이동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1. 보타이 그룹이라고 하는 트리 노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2. “New BowTie Group…”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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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위치 추가 

 
 

3. 편집기 대화 박스가 나타난다. 

4. 이름 텍스트 박스에 보타이 그룹 이름을 입력한다.  

 

참고: 이름 필드 옆에 빨간색 느낌표가 있다. 이것은 필수 입력란으로 여러분이 입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원한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입력한다.  

6. 보타이 그룹을 추가하려면 OK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 추가한 보타이 그룹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트리뷰에 나타날 것이다.  

 

 

 

 
 

 

 

그림 9 – 위치 추가 – 트리뷰 변경 

3.5. 2단계: 위험요인 및 정점사상 추가 

이제 새로운 보타이 그룹에 위험요인 및 정점사상을 추가해야 한다. 

 

1. 트리뷰를 보면 1단계에서 생성한 보타이 그룹을 볼 수 있다.  

2. 보타이 그룹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3. 메뉴에서 “New Hazard”를 선택하면 편집기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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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위험요인 및 정점사상 추가 

 

4. 텍스트 상자에 위험요인 이름과 정점사상을 입력한다.  

5. 저장하려면 OK 버튼을 클릭한다.  

 

이제 다이어그램 창에 위험요인과 정점사상이 나타난다. 여러분은 이제 보타이 다이어그램으로 작업을 시

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림 11 – 위험요인과 정점사상을 추가한 이후 

3.6. 3단계: 위협 추가  

이제 여러분의 창은 다음과 같이 보일 것이다. 

 



  Page 19 of 37 

 

그림 12 – 트리뷰에서 선택한 위험요인 

 

여러분의 다이어그램 창은 다음과 같이 보일 것이다.  

 

 

그림 13 – 최소 보타이 다이어그램 

 

이제 위험요인/정점사상 조합에 위협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이어그램이나 컨텍스트(오른쪽 클

릭) 메뉴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마우스를 빨간색 둥근 정점사상 모양의 왼쪽으로 이동하면 작은 녹색 플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클

릭하면 위협 요소가 추가된다.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림 14 - 녹색 “+” 버튼(위협) 

 

다이어그램에 추가하려는 위협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설명을 입력하고 OK 버

튼을 누른다. 이제 다이어그램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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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새로 추가된 위협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은 정점사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dd -> New Threat 메뉴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모두 만족할 때까지 위협 요소를 계속 추가한다. 

 

참고: 여러분의 다이어그램을 탐색하려면 툴바에서 스크롤바와 확대/축소 버튼을 사용한다. 

3.7. 4단계: 결과 추가 

여러분의 정점사상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건에 대한 가능한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이해하고 싶을 것이

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에서 결과를 통해 정점사상의 양 측면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위협을 추가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에 결과를 추가할 수 있다. 정점사상의 오른쪽에 있는 녹

색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6 - 녹색 “+” 버튼(결과) 

 

편집기가 나타나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다. OK를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누른다. 이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보일 것이다. 



  Page 21 of 37 

  

그림 17 – 새로 추가한 결과 

 
 

참고: 다이어그램 또는 트리뷰에서 정점사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Add → Consequence를 선택한다.  

 

이제 여러분은 보타이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위협이 정점사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와 정점사상이 발생한 경우 결과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저감

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다이어그램에 채워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벽으로 알려져 있다. 

3.8. 5단계: 장벽 추가 

이제 여러분은 보타이 다이어그램에 장벽을 추가할 것이다. 

 

 

그림 18 - 녹색 “+” 버튼(장벽)  

 

위협 옆에 있는 녹색 +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나타날 것이다. 장벽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OK 버튼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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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새로 추가된 장벽 

 

다이어그램이 완료 될 때까지 각 위협 또는 결과에 장벽을 계속 추가한다. 기존 항목의 왼쪽이나 오른쪽

에 장벽을 추가할 수 있다. 

 

컨트롤을 드래그하여 재정렬을 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위협 및 결과를 재정렬할 수도 있다. 

 

참고: 다이어그램의 위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장벽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트

리뷰를 통해 장벽을 추가할 수 있다. 위협을 확장하면 "장벽"이라는 노드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운 장벽을 추가하기 위해 선택한다. 

3.9. 6단계: 악화요소 추가 

악화요소는 장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감소시켜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다이어그램의 장벽에 

악화요소를 추가하려면 장벽 아래쪽에 있는 녹색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20 – 녹색 “+” 버튼(악화요소) 

 

이러한 악화요소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경우, 위협과 결과에 장벽이 추가되는 방식

과 유사하게 추가할 수 있다. 

3.10. 보타이 다이어그램 완료 

1-6 단계를 따르면 간단한 보타이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이 배치되면 장벽을 분류하

고, 활동 추가, 참조 문서 및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분류하는 것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일부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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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다음 단계로 진행 

BowTieXP 소프트웨어로는 단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하 절에서는 

다음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할 것이며, 예제를 통해 이를 수행할 것이다. 

 

이전 절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사례 파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

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즉, 사용자가 생성한 

어떤 객체는 다른 장소로부터 참조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 

3.11.1. 일반 개체 

이전 절에서 사용자는 위치, 위험요인, 위협, 결과, 장벽 및 악화요소를 추가하여 예제 다이어그램을 만들

었다. 이 항목들은 일반 개체라고 불리며, 다음 절에서 논의할 ‘특별’ 항목과 같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

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 개체는 다이어그램의 일부분이다. 

3.11.2. 참조표(Lookup tables) 

사용자가 편집기에서 알아챘을 만한 것들 중 하나는 일반 항목들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설명 및 코드와 같은 평범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나 예를 들어, 장벽에 대한 유효성 등급과 같은 다양

한 드롭다운 목록을 가지고 있다. 

 

유효성 등급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실제로 사례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며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사

례 파일의 모든 데이터와 같이 사용자는 트리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Case File → BowTie 

Lookup Tables → Effectiveness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 파일 전체에서 사용된 모든 다른 참조 정보는 "Lookup tables" 노드 아래에 정의되어 있다. 

 

 

그림 22 – 참조표(Lookup tables) 

 

여기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기의 다양한 드롭다운 박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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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항목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어떤 값이 사용 중이면, 프로그램은 사용자

에게 경고하고 그 값을 대체할 다른 값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을 것이며, 이것은 아래의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1 - 참조표의 값 삭제 

 

BowTieXP에는 다음과 같은 참조표가 있다.  

 

참조표 유형 설명/사용법 

조치 범주(Action 

Categories) 

활동 범주 (Activity 

Categories) 

다양한 조치를 분류하기 위해 조치(Actions)에서 사용된다. 

 

다양한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활동(Activities)에서 사용된다. 

BRF 코드 장벽이 속해 있는 기본 위험도 요인을 나타내기 위해 장벽에서 사용된다. 기

본 위험도 요인 및 트라이포드(Tripod) 이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방법론 매뉴얼을 참조한다. 

플롯 계획(Plot Plans) 

조직 단위 유형 

조직 단위 

 

 

위험요인 범주 

 

위협 범주 

위협 유형 

 

결과 범주 

결과 유형 

 

조직 단위에 플롯 계획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직 단위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타이 다이어그램, 감사 및/또는 사건 다이어그램이 소속된 어떤 조직 단위

를 나타내기 위해 보타이 그룹, 감사(Audits) 작성하기 및 사건(Incident)에서 

사용된다. 

 

위험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위험요인에서 사용된다. 

 

위협을 분류하고 색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위협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위협(Threats)에서 사용된다. 

 

결과를 분류하고 색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결과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결과(Consequences)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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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요소 범주 

악화요소 유형 

 

악화요소를 분류하고 색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악화요소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악화요소(Escalation factors)에서 

사용된다. 

 

우선순위(Priorities) 조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조치(Actions)에서 사용된다. 

빈도(Frequencies) 활동 수행 빈도를 나타내기 위해 활동(Activities)에서 사용된다.  

유효성(Effectiveness) 정점사상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의 유효성을 나타내

기 위해 장벽 및 관리 조치에서 사용된다.  

중요도(Criticalities) 

 

장벽 유형 

장벽 범주 

 

시스템 

 

 

 

 

자격(Competencies) 

 

직책(Job Titles) 

중요한 장벽을 나타내기 위해 장벽에서 사용된다. 

 

장벽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장벽에서 사용된다. 

장벽을 분류하고 색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시스템은 장벽에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장벽 분류에 사용

된다. 한 가지 일반적인 사용법은 조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장벽 시스템을 

식별하고 장벽을 다른 축과 그 다음 장벽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러 시스템을 장벽에 할당/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활동(Activities)에서 사용

된다. 

직책은 특정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상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Post Indicator일 수 있다. 

 

직책은 예를 들면 활동에 대한 담당자 및 서명자를 나타내기 위해 활동에서 

사용된다. 장벽과 위험요인은 책임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위험요인에 대해

서도 서명정보로 사용된다. 조치에 대해서도 의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 시스템 장벽을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시스템(예: 전원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장벽에 사용된다. 

 참고: 사용자 시스템은 BowTieXP Advanced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3.11.3. 활동(Activities)에 연결 가능한 개체 

일부 속성의 경우, 값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 항목 목록에서 여러 항목

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예제를 통해 명확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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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직에는 조직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활동/임무 관리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활동

의 대부분은 장벽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은 필

요할 때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하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도식이 중요하다. 즉, 어

떤 임무가 있으며, 어떤 사람/게시물이 위협을 관리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있는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관리 시스템의 단일 고장에 민감한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 의존하는 많은 활동에 의해 지원되는 장벽에 의해 통제되는 위협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통제 및 활동이 있는 위협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더 나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책임자가 언급된 작업을 수행하

는 이유를 이해하고 더 나은 실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는 BowTieXP에서 활동 계층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활동 계층구조를 

BowTieXP에서 생성 / 입력한 후에는 여러 활동을 장벽에 할당할 수 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한다. 

 

 

그림 22 – 활동 계층구조 예제 

 

계층구조가 정의된 후 활동을 장벽에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

다. 하나는 끌어놓기(Drag and Drop)이고 다른 하나는 편집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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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1. 끌어놓기 

모든 링크는 끌어놓기를 사용하여 할당할 수 있으며,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과 유사하

다. 

 

끌어놓기를 사용하여 어떤 활동을 장벽에 할당하려면 할당하려는 장벽이 다이어그램에 나타나 있고 할당

하려는 활동이 트리뷰에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1. 활동을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있는다.  

2.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이어그램 위로 옮긴다. 언제 버튼을 놓아야 할

지를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킬 것이다.  

3. 활동을 할당하려는 장벽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을 때 마우스 버튼을 놓는다. 

 

이제 링크가 만들어졌다. 활동을 할당할 때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볼 수 있다. 

 

 

 

그림 23 – 다이어그램 표시 팝업 

 

Yes를 클릭하면 할당한 활동이 다이어그램에 나타날 것이다. 

 

 

그림 24 – 장벽에 연결된 활동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표시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한

다. 

 

1. 장벽에서 작은 눈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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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장벽 표시- 눈 아이콘 

 

장벽에 대한 표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모양에는 이 작은 아이콘이 있

다. 

 

 

그림 26 – 장벽 표시 창 설정 

 

활동에 대해 S열을 선택한다. 이것은 짧은 형식(Short format)으로 장벽의 활동을 보여줄 것이다. 긴 형

식(Long format)에 대해 L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변경할 설정이 많을 경우 다이어그램 표시 옵션 메뉴를 열 수도 있다. 

 

1. 다이어그램 메뉴로 이동한다. 

2. 다이어그램 옵션을 선택한다. 

3. 트리에서 장벽 설정을 연다. 

4. 활동에 대해 장벽 아래에 있는 ‘S’열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다.  

 

버튼을 클릭하는 스크린샷을 참조하고, 마우스 위치에 유의한다. 

 

다이어그램이 변경되고 각 장벽 아래에 지정된 모든 활동을 표시할 것이다. 방금 만든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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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다이어그램에 활동 표시 

 

두 번째 방법은 트리뷰를 통해 링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트리뷰에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열 수 있다. 그러면 활동에 있는 모든 하위 항목들이 표시된다. 그 중 

하나가 활동이라는 이름이다. 그것을 열면 거기에서 활동이 회색으로 보일 것이다. 

 

회색 색상은 실제로 거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링크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BowTieXP 내의 대부분의 창에서 끌어놓기가 가능하다. 트리뷰 내에서, 트리뷰에서 다이어그램까지, 리스

트뷰에서 다이어그램까지 등으로 끌어서 놓을 수 있다. 리스트뷰는 링크를 할당할 때 특히 유용하다. 트리

뷰 및 리스트뷰는 정의된 모든 활동을 보여줄 것이다. 

3.11.3.2. 편집기 

장벽을 두 번 클릭하여 편집기를 연다. 활동(Activities) 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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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편집기 창 / 활동 탭 

 

이 화면의 왼쪽에는 장벽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표시된다. 오른쪽에는 이미 할당된 모든 개체가 

표시된다. 양쪽 사이에서 항목을 이동하려면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의 반쪽 두 개 사이에 있는 관련 화살

표 아이콘을 누른다. 양쪽 사이에 항목을 끌어서 놓을 수도 있다. 

 

회색으로 그려진 항목은 이미 오른쪽에 할당/이동된 것에 유의한다. 

 

또한, 필터에 정보를 입력하여 표시된 항목을 필터링 할 수 있다. 머리글을 클릭하여 각 열을 정렬할 수도 

있다. 

 

"새로 만들기(Create new)" 버튼을 클릭하여 새 항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왼쪽 창에 현재 선

택된 항목에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문서 링크 및 활동을 지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계층적 특성으로 인해 위에 설명된 화면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플랫(Flat) 데이터의 경우, 시스템에서는 대화상자가 약간 다르게 보이며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29 – 플랫 데이터를 표시하는 할당 링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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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할당된 항목은 왼쪽에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제거되고 오른쪽에서만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3.11.3.3. 연결 가능 항목 삭제 

사용한 항목을 삭제할 때 참조표 항목을 삭제할 때 팝업과 유사한 팝업이 표시된다. (24쪽, 그림 21 - 참조

표의 값 삭제 참조) 선택사항인 대체 값을 선택할 수 있다. 

3.11.3.4. 연결 가능 항목 개요 

 

연결 가능 개체 유형 설명/사용법 

활동(Activity) 위에서 설명되었고, 활동은 장벽에 연결되어 있다. 

문서 링크 

 

 

 

위키 그룹/페이지 

문서 링크는 사례 파일의 다양한 요소에 추가할 수 있는 외부 문서에 대한 

참조이다. 모든 링크 가능 개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중앙에서 정의된 다

음 다른 요소에서 링크 형식으로 참조된다. 

 

위험요인, 위협, 결과, 장벽, 악화요소 및 활동으로 인해 문서 링크에 연결

할 수 있다. 

위키 페이지는 사례 파일의 장벽에 추가할 수 있는 내부 문서에 대한 참조

이다. 위키 페이지는 종종 BowTieServer의 Wiki 모듈을 사용하여 가져 오

지만, Wiki 페이지는 BowTieXP에만 사용할 수도 있다. 

운영 위험도 인자 참고: 이 기능은 고급 기능이다. 

 

운영 위험도 인자는 중요한 설비와 예를 들면, 기상설비와 같은 운영 전반

에서 Soob 매트릭스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특정 차원의 운영을 지정하

는 데 사용된다. 

 

운영 참고: 이 기능은 고급 기능이다. 

 

BowTieXP에서 운영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고 Soob 매트릭스에 있어야 

하는 특정 작업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3.11.4. 사용법 참조/백링크 표시 

활동이 장벽에서 참조될 때 활동이 정의된 트리뷰에서 장벽에서 위치까지를 가리키는 가상 화살표가 있다. 

아래 그림은 이를 보여준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보여준다. 각 장벽 아래에 나열된 것은 해당 장

벽에 할당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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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 트리뷰 및 다이어그램, 링크 설명 

 

이 화살표를 링크라고 한다. 우리는 활동에서 사용된 모든 장벽에 이르는 화살표를 역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를 백링크라고 한다. 

 

참조표 값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된다. 

 

각 링크 가능 개체와 각 참조표 값에 대해 백링크 / 사용법 참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사용되는 곳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참조되는 항목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사용법 참조 표시

(Show usage references)" 옵션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리스트뷰는 항목이 사용 중인 모든 장소를 보여준다. 

3.12. 조치 

조치는 재발하지 않는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들은 보타이를 전개할 때 TODO 항목 또는 기존 보타이

에 개선 계획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2.1. TODO 목록으로의 조치 

예를 들어, 보타이에 장벽이 있지만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조치를 생성하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보타이의 모든 요소를 추적할 수 있다. 

3.12.2. 개선으로의 조치 

조치를 보다 공식적인 개선 계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타이를 완료하고 조직이 현재 위험도를 관리하

는 방법을 확인한 후에는 새로운 장벽을 추가하거나 기존 장애를 개선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종종 있다. 액션을 사용하여 해당 영역을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 

 

일부 개선 조치 사례로는 절차의 오류 수정, 새로운 연기 탐지기 추가 또는 장벽에 대한 책임 당사자 변경 

등이 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 수행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장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련 위협 또는 결과에 표시되지만 기존 장벽에 대한 개선

은 일반적으로 장벽 자체에 적용된다. 

 



  Page 33 of 37 

3.12.3. 조치와 활동 사이의 차이점  

BowTieXP는 또한 활동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며, 종종 조치와 활동의 차이점에 혼동을 준다. 활동은 유

지보수 및 교육과 같은 정기적인 반복 작업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안전 관리 체계의 일부이다. 

 

반면에 조치는 안전 관리 체계 또는 장벽에 대한 일회성의 개선이다. 예를 들어, 활동은 엔진에서 유지보

수일 수 있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조치는 유지보수가 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새로운 점검 목록을 작

성하는 것일 수 있다. 

3.12.4. 조치 추가  

조치 추가는 보타이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툴바에서 액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행된다. 

  

 

그림 31 – 툴바에서 조치 버튼 

 

또는 해당 요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dd → Action을 선택한다. 

 

 

그림 32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조치 추가 

3.12.4.1. 조치 속성 

조치(Action)에 대한 필드는 다음과 같다.  

 

- Code: 조치 코드로 다이어그램에 표시된다.  

- Name: 조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 Description: 조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 Category: 조치에 대해 분류(예를 들면, TODO 또는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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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Reference: 이 필드는 외부의 조치 추적 시스템에 대한 참조로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 

- Action party: 이 작업을 완료할 책임이 있는 직책이다. 직책은 참조표에 정의되어 있다.  

- Target: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한다. 

- Priority: 조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Completed: 조치가 완료되면 이 상자가 선택된다. 

- Sign off authorized by: 완료를 승인한 직책을 명시한다. 

- Sign off date: 조치가 승인된 날짜를 명시한다. 

- Sign off comment: 조치에 대해 서명할 때 주석을 제공하는데 선택사항인 필드이다.  

 

 

그림 33 – 조치 창 추가 

3.12.5. 조치 시각화 

조치는 보타이에서 포스트잇 모양으로 시각화된다. 코드도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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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조치 표시 

 

Diagram → Display 옵션으로 이동하여 Action Shapes아래에서 None를 선택하여 모든 조치를 숨기거

나 기한이 초과된 모든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표시하려면 Overdue, 완료되지 않은 동작만 표시하려면 

Uncompleted 또는 완료 및 완료되지 않은 조치 모두를 보려면 All을 선택한다. 

 

Colors 탭에서 Action Colors를 선택할 수도 있다. 색칠은 우선순위 또는 완료 상태로 수행할 수 있다. 

3.12.6. 조치 보고서 

Tools → Reports로 이동하고 Actions 섹션을 확장하여 다음 조치 보고서를 확인한다. 

 

- Actions in XL: 조치에 대한 플랫 목록으로 엑셀에서 열린다.  

- Actions in BowTie context: 보타이 컨텍스트에 있는 빈 줄로 채워진 조치로 엑셀에서 열린다.  

- Actions in BowTie context, condensed version: 보타이 컨텍스트에 있는 조치로 엑셀에서 열린다. 행에 

비어 있는 것이 없으며 실제로 하위 항목이 있는 객체만 나열한다.  

- Action of a selection of Hazards: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 보고서로 워드에서 열린

다.  

- All Actions: 코드를 기반으로 알파벳 순으로 모든 작업 목록으로 워드에서 열린다.  

- Actions by Action party: 액션 파티별로 정렬된 모든 액션을 인쇄하는 보고서로 워드에서 열린다.  

- Actions by Priority and Action party: 우선순위별로 정렬된 모든 조치가 포함된 보고서로 워드에서 열

린다.  

- Actions of a specific Action party: 특정 직책에 대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 보고서로 워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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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BowTieXP를 구매한 사용자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는 BowTieXP에 관한 기술 및 사용자 관련 질문, 설치 방법 및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이메일 support@cgerisk.com 또는 전화 +31-(0)88-1001-350으로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BowTieXP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브로셔는 www.cgerisk.com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해 구매할 때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cgeri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