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eau Veritas Service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 해외 감리 및 CM, PM 서비스

BUSINESS CHALLENGE
건축물 및 산업 설비의 시공 단계에는 일정, 주변 환경, 법적 의무사항, 비용 및 인력 공급
등 여러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지원 및 협조가 없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하거나 재정적 손실 및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CM은 발주사,
시행사 및 건물주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SOLUTION
건설사업관리란 무엇입니까?
건설사업관리란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제 시간에 맞게 끝낼 수 있도록
공사 관리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때문에 뷰로베리타스(BV)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발주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BV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조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잠재적 문제 및 지연 가능성의 초기 발견 및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방안의 도출



일정 및 예산의 준수



재정적 손실 및 법적 문제 최소화

WHY CHOOSE BUREAU VERITAS?

z 클레임 관리

인지도 뷰로베리타스(BV)는 QHSE 및 사회적 책임 분야

z 현장 QHSE 관리

서비스의 세계적 리더로서, 각종 국제 표준 및 규격 개발에

z 디자인 리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z 건설 허가

네트워크 뷰로베리타스(BV)는 전세계 140개국에 900개
오피스, 40,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 진출하더라도 해당 국에 진출해
있는 뷰로베리타스(BV)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z 기술 지원

OUR APPROACH
건설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Feasibility, design and engineering
Tendering and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Hand-over

각 단계별로, BV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Organization
Communication and official documentation (including design approval);
Quality and Quantity
Time schedules
Resources
Costs and Financing
Contracts and Claims Management
Progress.

필요한 경우 서비스 영역은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동남아, 중동 등
전세계 어느 국가에 진출하더라도 현지 뷰로베리타스(BV)의 건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뷰로베리타스는 전세계 140개국에 900개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총 40,000명
이상의 직원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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