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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BAM Construction
위치

영국

소프트웨어

Autodesk® Navisworks® 

Navisworks에서 직접 
수량을 계산함으로써 팀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여 
프로세스상에서 훨씬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된 비용 
값에서 시작해 철저하게 
검증된 정확한 추정치를 
빠르게 산출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 Matt Quanbrough
선임 견적 담당자
BAM Construction

성공적인 정량화

정량화와 비용 산출을 위해 Navisworks를 
활용하는 BA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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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BAM Construct UK는 영국 최고의 시공 
및 부동산 회사로, 설계, 서비스 엔지니어링, 
시공, 설비 관리, 부동산 개발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BAM
에서는 시공 전에 해당 건물의 기능, 건축 및 유지 
관리 방법, 건축 비용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BIM(빌딩 정보 모델링) 프로세스와 Autodesk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왔습니다. BAM 
Construction(BAM Construct UK의 일부)은 
2009년부터 여러 분야 간 조정, 간섭 검토, 시공 
계획 등에 Autodesk Navisworks를 활용하여 
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BAM Construction의 선임 견적 담당자인 
Matt Quanbrough는 "프로젝트 입찰 시 수량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2~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이 
2~6주의 기간은 전체 입찰 단계의 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BAM은 대개 수량 명세서 작성을 
외부 수량 조사자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를 통해 
BAM Construction의 직원은 고객 및 프로젝트 
팀과 교류함으로써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완벽한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향상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작성된 수량 명세서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2012년 BAM은 Autodesk® Navisworks®를  
활용해 사내에서 수량 명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BAM Construction의 디지털 
시공 관리자인 Mark Taylor는 "이 소프트웨어의 
정량화 도구 덕분에 정량화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면서 당사의 견적 담당자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당사에서 
작성하는 수량 명세서에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팀의 폭넓은 이해가 반영되면서 더욱 알차고 
정확한 입찰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BAM Construction은 Navisworks를 
이용하여 고객과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uanbrough는 "정량화에 
Navisworks를 이용하여 수량과 그에 따른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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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견적 조사업체에 의뢰할 필요 없이 비용 계획을 빠르게 수립

정량화 사례

BAM은 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에 자리한 
허더즈필드에 Royds Hall Community School의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Navisworks를 정량화에 사용했습니다. 2016년  
가을 당시 이 프로젝트는 600만 파운드 규모로, 
420명의 초등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기존 시설의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고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외부 놀이 공간과 출입로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AM은 이러한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았습니다. BAM Design은 설계에 BIM 
프로세스와 Autodesk Revit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고, Revit 모델은 정량화를 비롯해 
프로젝트 조정, 간섭 검토, 시공 계획 등을 위해 
Navisworks에서 다른 건설 분야의 모델과 
결합되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BAM Design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정과 변경 지시가 설계 모델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Navisworks에 적용되므로 
BAM Construction이 손쉽게 수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Taylor는 "Navisworks를 사용해 
수량을 보고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으면 고객에게 
제시하는 비용의 확실성이 높아지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Quanbrough는 "독립적인 수량 조사업체에 
의뢰해 수량을 계산했을 때는 변경 사항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여러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량화에 
Navisworks를 활용하게 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과

Taylo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Navisworks를  
이용하면 설계 및 건설 프로세스에 따라 비용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으며 외부 견적 
조사업체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하청업체와 조정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수량 명세서를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을 비롯해 프로젝트에 연관된 모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uanbrough는 "Navisworks에서 직접 수량을 
계산함으로써 팀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여 프로세스상에서 훨씬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된 
비용 값에서 시작해 철저하게 검증된 정확한 
추정치를 빠르게 산출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라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desk.co.kr/products/navisworks
를 참조하십시오.

Navisworks를 사용해 
수량을 보고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으면 
고객에게 제시하는 비용의 
확실성이 높아지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Mark Taylor
디지털 시공 관리자
BA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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