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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 소개 *

Dimension : (1916 X 215 X 122mm) x 2

Weight : 17,302g

Color

Non  Painted 82 01 736 669

Part No.

Side Step

기능

1. Side Step 장착 후 영,유아,노약자 및 여성의 승하차 편의 증대

2. 주차 시 타차량의 도어 개폐로부터 차량 보호 (SUV는 보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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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 구성품

구성품

수량품목

1SET사이드 스텝 (LH/RH)

8EAM10 T-볼트

8EAM10 너트

6EA서포트 브라켓

품목 번호

12EAM6 사각 볼트

12EAM6 너트

2EA플라스틱 리테이너

2EAM5 스크류

2EA프라이머

1EA장착설명서

#Confidential C



Side View (LH & RH)

* 3. 장착 Layout *



* 4. 필요 공구 및 소모품

1. 70% 이소프로필 알코올(물 1:1) 2. 깨끗한 헝겊

12. 전동 드릴

6. 커터

19. 고글 20. 마스크 21. 장갑

18. 안전화

3. 자 4. 멀티 가위 5. 리무버

7. 라쳇 8. 연결대 9. 소켓 (10mm & 17mm) 10. 토크렌치 11. 마스킹 테이프

13. 드릴 스토퍼 14. 드릴 비트 (Φ8.5) 15. 에어건 16. 코너 드라이버

22. 리프트 (4주식)

17. trox 20 & 십자 비트



6 7 8

0 장착 준비

※. 리프트에 차량의 운전석 방향(LH) 도어를 전부 오픈하

여 올려 주십시오.

1. 시동을 정지합니다.

2.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하여 휠아치 가니쉬와

사이드 판넬 하단면을 깨끗히 닦아 주십시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이상처리방법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EWT

 

         1. 2주식 리프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후 장착을 진행합니다.

        3. 휠아치 가니쉬 표면에 수분이 있을

        경우 완전히 마른 후 장착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4.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장착을 삼가

        하여 주십시오.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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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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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품

작업방법
사용 공구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 1:1), 깨끗한 헝겊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Side Step 설치 준비 작업
Modification Date

▲ 2주식 리프트 사용 금지 ▲ 4주식 리프트 사용



1. 리어 디플렉터 커팅 작업 시 신체 부

상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 리어 디플렉터 커팅 작업 시 차량의

다른 부품의 파손에 유의하여 주십시

오.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리어 준비 작업 (LH)

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중점 관리

사용 부품 템플릿 (장착 보조 필름)

작업방법

N 1 2 3 4 5

Workshop

Modif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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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사용 공구 코너 드라이버, trox 20, 자, 마스킹 테이프, 멀티 가위

EWT

EWT

EWT

차량 위치

1 리어 휠아치 가니쉬 스크류 탈거 / LH

1. 리어 휠아치 가니쉬 안쪽의 하단 스크류 1개를 제거하

여 주십시오.

리어 디플렉터 커팅 작업 / LH

2. 리어 휠아치 가니쉬의 하단 디플렉터에 치수를 참고하

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주십시오.

※ 안쪽 방향으로 50mm 이상, 바닥면에서 65mm 이상

마스킹하여 줍니다.

3. 리어 디플렉터의 마킹 구간을 기준으로 잘라 주십시오.

※ 치수에 맞춰 작업하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2 하부 판넬 홀캡 제거 / LH

1. 사이드 판넬 하부의 홀플러그 4개를 제거하여 주십시

오.

하부 판넬 언더 코팅 제거 / LH

2. 사이드 판넬 하부의 언더 코팅을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

을 진행해 주십시오.

※ 평탄화 작업은 하부 준비 작업 2,3 공정을 참고하여 주

십시오.

1. 언더 코팅 제거 시 신체 부상에 유의

하여 주십시오.

2. 실러 라인 제거 시 웨더스트립이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실러 라인 및 언더코팅 제거 시 판넬

전착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리무버, 커터

EWT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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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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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하부 준비 작업 1 (LH)



2 하부 판넬 언더 코팅 제거 / LH

1. 사이드 판넬 하부의 언더 코팅을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

을 진행해 주십시오.

※ 사이드 판넬 안쪽의 바닥면 높이를 기준으로 외각 실러

라인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판넬 하부와 측면 바닥 라인이 최대한 평평해지도록 작

업하여 주십시오.

1-1. 웨더스트립 방향 실러 라인을 전부 제거하여 주십시

오.

1-2 사이드 판넬 하단의 안쪽 측벽면의 언더코팅을 제거

하여 주십시오.

1. 언더 코팅 제거 시 신체 부상에 유의

하여 주십시오.

2. 실러 라인 제거 시 웨더스트립이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실러 라인 및 언더코팅 제거 시 판넬

의 전착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리무버, 커터

EWT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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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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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하부 준비 작업 2 (LH)

실러 라인 제거 기준 하부 판넬

실러 라인 제거

언더 코팅 제거

웨더스트립 손상 주의



2 하부 판넬 언더 코팅 제거 / LH

1. 사이드 판넬 하부의 바닥 라인 역시 언더 코팅을 제거

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 판넬 하부와 바닥 라인이 최대한 평평해지도록 작업하

여 주십시오.

1. 언더 코팅 제거 시 신체 부상에 유의

하여 주십시오.

2. 실러 라인 및 언더코팅 제거 시 판넬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

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리무버, 커터

EWT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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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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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하부 준비 작업 3 (LH)



차량 위치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언더 코팅 제거 확인
N 1 2 3 4 5

Modification Dat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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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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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공구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WT

EWT

도해 또는 기타 규칙

2 언더 코팅 제거 확인

1. 언더 코팅제거 작업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사이드 스

텝 장착 불량으로 연결되오니 최대한 검토 후 다음 단

계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 우측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 Front

◀ Center

◀ Rear



차량 위치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장착 위치 마킹
N 1 2 3 4 5

Modification Dat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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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공구 마스킹 테이프

EWT

사용 부품 T-볼트, 사이드 스텝

작업방법

EWT

EWT

EWT

도해 또는 기타 규칙

3 장착 위치 마킹

1. 사이드 판넬 하단의 홀플러그 제거 홀에 T-볼트 4개

를 삽입하여 돌려 주십시오.

2. 사이드 스텝을 올려 장착 위치에 맞춰 주십시오.

3. 사이드 스텝의 휠아치 접합부를 차량의 휠아치 가니

쉬 하단부와 측면부에 최대한 밀착하여 주십시오. 휠아

치 가니쉬에 밀착된 접합부 상단 라인을 따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주십시오.

4. 사이드 스텝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1. 2인 1조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2. T-볼트가 사이드 판넬 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T-볼트의 플라스틱 와샤가 사이드

        판넬 홀 안쪽, 혹은 t-볼트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사이드 스텝 위치 지정 시 휠아치

       접합부가 차량의 휠아치 가니쉬에

       최대한 맞도록 신중히 작업하여

       주십시오.





4 프라이머 작업

1. 앞서 휠아치 가니쉬에 붙인 마스킹 테이프 라인 하단

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 프라이머 건조 후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십시오.

양면 테이프 고정 작업

2. 사이드 스텝 안쪽의 양면 테이프 이형지를 30mm정

도 제거하여 주십시오.

3. 양면 테이프 이형지를 사이드 스텝 바깥면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1. 프라이머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

        주십시오.

        2. 양면 테이프 이형지 제거 시 양면

        테이프 접착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마스킹 테이프 작업 시 양면 테이프

        이형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작업해

        주십시오. 반드시 작업 부위의 온도를

        상온 20℃ 이상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마스킹 테이프

EWT

EWT

사용 부품 프라이머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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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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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프라이머 작업



5 사이드 스텝 임시 고정

1. 사이드 스텝을 올려 장착 위치에 맞춰 주십시오.

 

2. 사이드 스텝 하단의 홀 4곳으로 M10 너트 4개를 가

체결하여 주십시오.

※ M10 너트를 완전히 조이지 마십시오.

3. 사이드 스텝 안쪽의 브라켓 홈에 M6 사각 볼트 6개

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 M6 사각 볼트가 사이드 스텝 하단 홀과 홀 사이로 2

개씩 위치하도록 밀어 주십시오.

 

        1. 사이드 스텝 안쪽의 브라켓은

        절단면이 날카로우므로 신체 부상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 2인 1조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3. T-볼트가 사이드 판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십시오.

        4. T-볼트의 플라스틱 와샤가 사이드

        판넬 홀 안쪽, 혹은 t-볼트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5. M10 너트는 사이드 스텝이 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 주십시오.

        6. M6 사각 볼트들의 위치는 사이드

        스텝 하단부 M10 너트의 체결홀과

        홀사이에 2개씩 최대한 중앙부에 위치

        하도록 맞춰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라쳇, 연결대, 소켓(17mm)

EWT

EWT

사용 부품 사이드 스텝, M10 너트, M6 사각 볼트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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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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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사이드 스텝 임시 고정



 

        1. 2인 1조로 작업하여 주십시오.

        2. 기준 토크값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3. 써포트 브라켓의 위치는 사이드

        스텝 하단부 M10 너트의 체결홀과

        홀사이로 최대한 중앙에 위치하도록

        맞춰 주십시오.

도해 또는 기타 규칙

6 브라켓 고정

1. 차량의 언더 커버를 손으로 밀어 올린 뒤 서포트 브

라켓 3개를 사이드 스텝 안쪽 M6 사각 볼트에 맞춰 주

십시오.

※ 서포트 브라켓의 꺽임부가 짧은 쪽이 위쪽 방향입니

다.

※ 서포트 브라켓이 사이드 스텝 하단 홀과 홀 사이로

위치하도록 밀어 주십시오.

2. 서포트 브라켓을 M6 너트 6개를 이용하여 임시고정

하여 주십시오.

※ M6 너트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

시오.

3. 사이드 스텝 바디를 차량에 최대한 밀착하여 임시 고

정했던 하단부 M10 너트 4개를 완전히 체결하여 주십

시오.

※ 기준 토크값은 25Nm 입니다.

4. 사이드 스텝 안쪽에 임시 고정했던 써포트 브라켓 3

개와 M6 너트 6개를 완전히 고정하여 주십시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EWT

S
u
p
e
rv

is
o
r

EWT

EWT

EWT

EWT

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va
lid

a
te

d
 b

y

사용 부품 서포트 브라켓, M6 너트

작업방법
사용 공구 라쳇, 연결대, 소켓 (10mm & 17mm), 토크 렌치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Workshop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브라켓 고정



6 휠아치 장착

1. 사이드 스텝의 양면 테잎 이형지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

십시오.

2. 휠아치 가니쉬의 마스킹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

시오.

3. 사이드 스텝의 휠아치 접합부를 차량에 최대한 밀어올려

견고히 붙여 주십시오.

※ 양면 테이프가 잘 붙도록 휠아치 접합부를 고르게 눌러

주십시오.

4. 앞바퀴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주십시오.

5. 사이드 스텝의 프론트 휠아치 안쪽 방향 홀을 기준으로

드릴 비트 (Φ8.5)를 이용하여 홀을 가공하여 주십시오.

6. 사이드 스텝의 프론트 휠아치 안쪽 방향 홀에 플라스틱

리테이너 1개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7. 사이드 스텝의 리어 휠아치 안쪽 방향 홀에 M5 스크류

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1.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작업해

        주십시오. 반드시 작업 부위의 온도를

        상온 20℃ 이상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2. 드릴홀 가공시 최대 깊이가 10mm

        를 넘지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해

        주십시오.

        3. 가공이 끝난 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에어건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십시오.

        4. 기준 토크값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전동 드릴, 드릴비트 (Φ8.5), 드릴 스토퍼, 에어

건,

코너 드라이버, 십자 비트, 토크 렌치

EWT

EWT

사용 부품 플라스틱 리테이너, 스크류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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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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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휠아치 장착



7 세척 및 완료

1.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하여 장착된 사이드

스텝을 닦아 주십시오.

2.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장착하여 주십시오.

3.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준수

1. 출고 전 사이드 스텝 표면에 알칼리성 세정 세제와

표백제 및 휠,타이어 세정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세정제 사용으로 인한 산화 (변색) 현상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2. 사이드 스텝 주의 라벨은 필히 고객 확인 후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점검사항

        1. 잔여물 제거는 에어건을 이용

        하여 주십시오.

        2. 장착 후 48시간 내에 세차 및

        60km/h 이상의 고속 주행을

        삼가해 주십시오.

        3. 최대 하중 75kg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 1:1), 깨끗한 헝겊

EWT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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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장갑, 마스크, 고글, 안전화 총 시간 (분}

va
lid

a
te

d
 b

y

Workshop

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주의 사항 1



7 주의 사항 준수

1. 사이드 스텝 장착 후 테스트를 위해 스텝 위에서 과

도한 움직임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2. 하부 점검 시 4주식 리프트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사이드 스텝을 장착한 뒤 바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 점검사항

       1. 최대 하중 75kg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2. 잭업 포인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올리지 마십시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 단계 중점 관리 도해 또는 기타 규칙

사용 공구

EWT

EWT

사용 부품

작업방법

E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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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안전보호구 총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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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차량 위치

Modification Date

N 1 2 3 4 5

FOP
차종 : XM3 습숙 기간

작업명 주의 사항 2



작업코드 장착일자 작업자

장착용품명 검사일자 검수자

차종 차량옵션 차대번호

OK NG 조치(NG일경우)

관련 자동차

부품명
OK NG 조치(NG일경우)

검사항목

작성일 :

작성자(업체명) :

용품장착 체크리스트

Side Step

XM3

* 작업전 특이사항(차량이상 및 조치결과) :

용품 검사

외관 검사

Side Step Packagige

1. 제품 외관 상태 점검

 - 외관 파손 및 불량 점검

2. 양면 테이프 접착 상태 점검

 - 오염 및 파손 점검

3. 제품 조립 상태 점검

 - 아노다이징 상태 및 러버 플레이트 조립 상태 점검

4. 기타 부속품 점검

 - 불량 및 누락, 몰짝 등 점검

장착 검사

*장착 불량 시

제품 교체 및 재장

착

* 용품 장착 부위에 발생 할수 있는 모든 부위의 2차 불량 점검 및 수리를 완료 하였음.
 

 -. 위 검사 항목에 대한 이상 발생 시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 하고 지시를 받을 것

 -. 보고 후 3원칙을 준수 할것

 -. 정지한다 . 보고한다. 기다린다.

 사이드 스텝 외관 점검

1. 사이드 스텝 표면

 1) 사이드 스텝 외관 스크래치 및 파손 점검

 2) 사이드 스텝 처짐 및 휠아치부 벌어짐 점검

 3) 아노다이징 플레이트 산화,변색 점검

 4) 러버 패턴 부 조립 상태 점검

 5) 사이드 스텝 주의 라벨 부착 점검 (라벨 부착 상태로 출고)

 6) 제품 세척 점검

 사이드 스텝 장착 점검

2. 사이드 스텝 휠아치 접합부에 완전히 밀착될 것

 - 부적합 조치 재장착 (언더 코팅 제거 검토)

 1) 사이드 스텝을 살짝 눌러 들뜸 점검 (과도한 힘을 주거나 밟지 말것)

 2) 작업 공정 검토 (누락 공정 검토)

특이사항 및 이슈 사항 기입란

차량 2차 불량 검사

차량검사

2차불량 점검

검사항목

장착 제품 점검 (외관 , 제품 조립 상태 점검)

사이드 스탭 부착 점검 (양면 테이프 접착 점검)

장착 위치 점검 (사이드 판넬 하단 및 휠아치 가니쉬 하단부)

주의 라벨 점검 (사이드 스텝 아노다이징 플레이트 센터부)

주의 공정 점검 (언더 코팅 제거, 프라이머 작업 등의 누락 공정 여부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