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M 신호선 작업

1.     BCM 정면에서 해당 표시의 커넥터 작업

1-1.  커넥터의 2번 PIN의 위치의 케이블을 확인한다. 

1-2  파란색 케이블을 확인한다. 

2.  케이블 중간 부분에 피복을 약 2cm 정도 벗긴다. 피복을 벗길 시 단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피복을 벗긴 케이블을  PG슬리브에 넣고 압착 후 케이블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압착 하여 고정 한뒤 반대쪽에는 

    파워보드의  그라운드 케이블을 넣은 후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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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 신호선 작업

1.    퓨즈박스의 41번 퓨즈를 확인 후 분리한다. 퓨즈가 분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듀열 퓨즈 콘넥터에 분리한 퓨즈를 연결한다. 

3.    기존 퓨즈가 있던 자리에 퓨즈 컨넥터를 연결한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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