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detWorks
CapdetWorks는 하∙폐수 처리장 공사 시 발생하는 총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하는 연단위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부지 매입부터 건설/유지관리/운영 등 총 프로젝트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
며 하∙폐수 처리장의 설계 혹은 경제성을 점검할 때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나 입찰 시 비용 산정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왜

일까요?

주요 특징

레이아웃 구성

는 하·폐수 처리장 공사에서 발생하
는 총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

장비 및 단가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단위 공정을 드로잉
보드로 가져와 쉽게 배치

광범위한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를 특징으
로 하는 단위 원가 계산 방식

단위 공정 간 연결을 끌어 흐름을 정의

비용 지수를 사용한 인플레이션 영향 반영

사용자 정의 기능을 이용하여 공정 이미지
라벨 색상 변경 가능

공종 별 단가 임금 약품 투입 전기 및 토지
비용과 같은 지역 비용 금융 비용과 설계 및
간접비와 같은 기타 비용을 원가 계산에 반
영

결과 보기
레이아웃 복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쉽게 비교

모든 유형의 처리 설비에 대한 포괄적 비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 조정

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사에 필요한 부지 매입

보고서 마법사 화면 요약 및 엑셀로 내보내
기를 이용한 결과 분석

부터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 총 프로젝트 비용을

레이아웃에 대한 상세한 비용 분석 설계 정
보 수질 확인

민감도 분석을 통한 주요 인자 평가 및 식별

다양한 플랜트 레이아웃에 대한 비용 분석
작성 및 비교 가능

다
미국

미 환경청 에서 만든

최적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약

프로그램

업체에서 활
비용 분석 항목

발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가지 단위 공정을 이용

프로젝트 비용

고급 기능

하여 전체 플랜트를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유지비 및 운전 비용

다른 설계와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요구되는 공정의 크기나 장비까지 자동으로 계산

재료 및 원료비

깔끔한 보고서 출력

됩니다 엑셀 워크시트와 같은 기능으로 다수의

각종 부동산 비용

데이터 입력 수정 편의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운반비

는 하 폐수 처리장의 설계 혹은 경

와 연동 예정

화학 약품비

민감도 분석 기능

제성을 점검할 때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할 수 있

설계 비용

플랜트 부분 비용 분석 가능

고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나 입찰 시 비용 산정의

인건비 등

근거로 이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