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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판패널 판금작업시간 적용기준 (P146)



2. 판금장비(공구)
□ 내판패널 판금장비 중 바디 프레임 수정기는 벤치식과 마루식 타입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정비공장은 마루식(지그레일)을 주 로 사용

□ 내판패널 판금작업에 사용되는 판금공

3. 내판패널 판금작업 공정

구는 수공구(해머, 돌리, 스푼), 파워

□ 내판패널 판금작업 공정은 차량의 손상형태(부위,

공구(유압식 포트파워) 등이 있으며, 그

정도) 또는 작업자의 경험(경력, 판단)에 따라서

밖의 장비 및 공구로는 계측기, 게이지,

작업방법 및 공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

에어공구 등이 사용

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수행

3. 내판패널 판금작업 공정

4. 내판패널 판금작업시간
□ 내판패널 판금작업시간 구성요소
○ 내판패널 판금작업시간은 기본시간과 복원시간으로 구성되며, 기본시간은 복원수리 전․후 수행되는 기본적인 차량고정,
계측, 견인장치 설치 등의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산출된 시간
○ 복원시간은 각 패널의 손상부위, 손상형태, 난이도 등 작업방법 (형태, 조건)에 따라 손상타입(A, B, C, D)으로
산출된 시간
- 판금작업시간 = 기본시간 + 복원시간
- 기본시간 : 프레임 수정기별 차량 세팅 시간(사전 계측시간 포함)
- 가산시간 : 항목별 손상타입 A, B, C, D의 작업시간
□ 기본시간
○ 기본시간은 바디 프레임 수정기(벤치식, 마루식)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정기별 작업시간 별도 책정
구
차량세팅
사전계측

작

분

벤치식(CAR-O-Liner)

차량(고정·분리)

0.80(h)

견인(설치·분리)

0.10(h)

계측(언더·어퍼)
합계(지수)

0.90(h)

업

시

간
마루식(지그레일)

0. 50(h)
0.10(h)

0.60(h)

1.40(h)

0.65(h)

2.30(h)

1.25(h)

※ 작업시간에는 준비 및 여유율 45% 포함
주) 실무적용 : 현장 견적시 판금 작업을 위한 마루식(지그레일)에 고정-분리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측시간과 견인
설치 분리작업 시간에 대하여는 기본 작업시간에 해당하므로 판금 시간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예) 판금시간 = 기본시간(견인0.10h + 계측0.65h) + 실제작업시간(1.0 h) =1.75h

< 기본시간 작업공정 해설 >
구

분

차량세팅 (고정·분리)

해

설

-

손상된 차량을 바디 프레임 수정기에 고정 및 복원수리 후 차량을 분리하는 작업

-

당김․밀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후 견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종료 후 분리하는 작업
※ 전․후면(측면)이 동시에 손상(多방향 손상)된 경우도 차량 세팅 시간 1회 적용

-

작업 전 바디(언더․어퍼) 계측을 통해 손상정도(파급도)를 미리 파악하여 당김 방향
(당김 량) 등을 확인하는 작업

사전계측 (언더·어퍼)

사전계측 시간에는 언더 및 어퍼 바디 계측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

※ 벤치식 바디 프레임 수정기의 사전계측 시간은 3D(기계식, 전자식 포함) 계측 기준,
마루식은 트래킹 게이지(센터링 게이지, 줄자, 수평자 등 포함) 계측 기준
주) 실무적용 : 실제 작업 현장에서 판금작업 전 사전계측 작업을 하고 있으나 계측
시간에 대하여 청구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있니다.

비

고

※ 기초수정작업은 복원시간에 포함

□
○
○
○

복원시간
복원시간은 바디 프레임 수정기(벤치식, 마루식)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며 손상타입(A, B, C, D)별로 산출된 시간
복원시간에는 기초수정, 당김·밀기, 해머링, 중간계측, 가열· 당김, 절개판금, 완료(확인)계측, 형상수정, 방청 작업 등이 포함
각 항목별 패널 특성 및 형상에 따라 산출된 복원시간을 작업 항목(손상타입)별로 적용

□ 내판패널 판금작업시간 산출 방법(예)
○ 좌측은 경미(A타입), 우측은 중손상(C타입)인 프런트 사이드 멤버를 벤치식 보디 프레임
수정기에서 판금할 경우 작업시간은 6.50h
⇒ 판금작업시간 = 기본시간(1회) + 복원시간(항목별)

주)현장에서 마루식 작업을 진행할 경우 : 마루식(지그레일) 기본시간은 1.25h 이며
고정분리 작업이 제외될 경우 0.75h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