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컷거래안내서
더 나이스코리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TEL : 055-548-8835

FAX:055-548-8822

영업담당 : 김동선 팀장
※계좌정보
신한은행 140-010-214779
더나이스코리아 주식회사 스즈키 아츠시

나이스프리컷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건축도면을 기반으로 구조도면을 작성합니다.
평면(각층과 지붕), 입면(4면), 단면(1면이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작도된 구조도면을 기반으로 프리컷가공을 하여 납품합니다.
・통상적인 작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도면을 수령 후 구조체 납품까지는 약1달 정도 소요 됩니다. (도면작도 기간과 생산 일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사원과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

◎첫구조도면 작도 기간 - 건축도면을 수령한 날로 부터 약10영업일 전후 소요.
◎도면수정작업 기간 - 구조도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의뢰 내용을 받은 익일부터 약 3일에서
5영업일 전후 소요. (량에 따라 가변)
◎데이터 작성 기간 - 가공승인서를 받은 익일부터 4영업일 소요.
◎목재가공기간 - 40평규모 1일 소요. (타가공일정으로 인하여 대기 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구조도면이 완성된 이후, 도면변경 및 수정요청은 3회로 한정합니다. 3회 이후의 수정
작업은 1회 10만원 유상으로 도면수정작업을 진행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도면 정리가 된 이후 작업의뢰를 부탁드립니다. 변심에 의한 수정작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캐드센터에서 작업중인 모든 물건의 작업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사는 물론, 모든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오니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평 이하 건물의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도면의 수정을 요청 할 때에는 변경요청 내용을 반드시 구조도면에 기입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구두의 요청은 누락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계약금 44만원(세금포함)을 도면의뢰 시점에서 받습니다. (계약금은 본프리컷비용의
일부입니다. 만약, 본 프리컷 발주가 3개월간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약금을 제외한 본프리컷 발주 금액은 가공승인 시점에서 전금(全金) 입금을 부탁
드립니다.
※입금 확인 후, 정확한 가공일을 지정 할 수 있으니 이 점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폐사에서 체택하고 있는 목재의 기본두께는 105각 입니다.
・건축도면상에, 벽이 서는 곳은 중심선 기준의 치수를 반드시 기입 부탁드립니다.
・기본 설계모듈을 꼭 정해주셔야 합니다. 모듈이 없으면 원하는 실내공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프리컷 가격 및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 910 or 1000 )
・기본 수종 및 공장 가공 범위는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별도의 가공범위 변경요청이 없는 경우
하기와 같이 가공범위를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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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공 범위는 변경이 가능 합니다. 변경에 의하여 가공비용이 추가 됩니다.
・공장가공을 하지 않는 부재는 원자재로 납품합니다.
・의장부재(실내노출)는 별도의 작업(선별, 포장, 가공, 글자인쇄無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평부재의 춤이 400을 넘어가거나, 길이가 5.5m를 넘는 경우 특수 가공비가 추가됩니다.
・최대 기둥간 간격은, 상부에 실내가 오는 경우는 4550, 실내가 오지 않는 경우는 6000 정도
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반드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위의 치수는 건물의 설계에 따른 하중의 영향에 의하야 가감 될수 있습니다.)
・보의 최대사이즈는 춤450,길이6000 입니다. 이 이상이 되는 사이즈도 설계 및 가공이
가능하지만 부산공장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필요 합니다.
(수입기간은 약1달 정도 소요 되며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외벽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셋기둥(45x105)이 오게 됩니다. 참고하여 외벽단열재 선택을
부탁 드립니다.

・2층보의 춤은 105 ~ 450까지 나옵니다. 보춤을 감안 한 충분한 층고를 계산 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실내 층고가 나오지 않거나, 배관이 보에 막혀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특히
화장실 하부) 있으니, 적절히 PD를 설치 하시거나 선행하여 여유가 있는 층고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배관이 지나가는 곳 하부에는 보를 노출 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위하여 보에 구멍을 내지 않는것을 기본으로 현장시공 부탁드립니다.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