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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2. 제품 및 AS부품의 품번 및 품명

● MASTER X62 _ PH2 _ AVN UNIT (제품 사양 라벨 :  )             ● 사용자 매뉴얼

" X62 PH2 13인승 - AVN UNIT "

∙ X62 PH2 AVN UNIT  (P/NO:8201735760 )

∙ 사용자 매뉴얼



3. 장착 LAY OUT



6. 전동 드릴 7. 니퍼 8. 롱 로즈 9. 전동 드릴 비트(T20/T30) 10. 지그

1. 리무버 2. 케이블 타이 3. 토크 렌치(10mm/8Nm) 4. 흡음재 5. 배선 삽입용 철선

4. 필요 공구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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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개정일

Workshop

보호 커버를 청결히 관리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보호 커버 설치 중 차량내에 기즈/파손이 발생 했을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보호 하여 조치 한다.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6 측면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측면 보호 커버 오염 및 기즈 방지

장착

5 후방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후방 보호 커버 오염 및 기즈 방지

장착

4 시트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시트 보호 커버 오염 및 기즈 방지

장착

1 발판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발판 보호 커버 오염 방지

장착

2

3 대쉬보드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대쉬 보드 커버 보염 및 기즈 방지

장착

핸들 보호 커버를 장착 한다 핸들 보호 커버 오염 및 기즈 방지

장착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박승재

EWT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염일선

사용 공구

발판 보호 커버, 시트 보호커버, 커버, 핸들 보호

커버, 대쉬보드 보호 커버, 후방 보호 커버, 측면

보호 커버

EWT 김영신 / 홍진기

이상황EWT

EWT

va
lid

a
te

d
 b

y

EWT
-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 차량 보호 커버 설치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A

A

A

개정일 2020-02-24

Workshop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은 꼭 장갑을 착용 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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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거치 하도록한다. 거치

1 운전석 발판 아래쪽 볼트 (T30)을 분리한다.(6point) 발판 탈거 볼트 탈거 시 분실에 주의 한다

2

3 탈거 한 배터리 -케이블이 접촉되지 않도록 왼쪽 측면 배터리 단자

차량 배터리 -단자를 토크렌치 (8Nm)을 사용하여 배터리 단자

볼트를 탈거 분리한다. 탈거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T(30), 토크 렌치 (8Nm)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2. 배터리 -극 탈거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A

A

A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3. 차량 센터 페시아 탈거 (1)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플라스틱 리무버, 전동 드라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리무버를 사용하여 기어 샤프트 커버를 상 측으로 기어 레버 기어 레버에 스프링

올린 후, 리어 레버 노브를 위로 탈거 한다. 탈거 분실에 주의한다.

(좌/우 각 2point ) 고정 볼트 탈거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센터페시아 콘솔 트레이 고정 볼트를 탈 거한다. 콘솔 트레이 볼트 탈거 시 볼트가 내부로

시가잭 커넥터 (1point) 분리한다.

3 하단부 센터 콘솔 트레이를 양손으로 잡고, 시가잭 커넥터 콘솔 트레이 탈거 시

위로 올린 후앞으로 당겨서 탈거 하며, 분리 커넥터에 유의 한다.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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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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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3. 차량 센터 페시아 탈거 (2)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4 센터 프런트 판넬을 손으로 당겨서 센터 프런트 센터프런트판넬 하단 트레이 고정부의

판넬에 연결된 커넥터(3point)를 분리후 탈거한다. 분리 파손에 유의 한다.

커넥터를 탈거한다. ( 커넥터 : 6point ) 분리

5 리어 공조 컨트롤 커버를 분리 후 체결되어있는 공조컨트롤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7 센터 판넬 버튼 스위치 커버를 손으로 살짝 스위치 커버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6 센터 판넬 버튼 스위치에 고정된 볼트를 탈거한다. 버튼부 스위치 볼트 탈거 시 볼트가 내부로

( 볼트t20 : 4point ) 분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당겨서 커넥터(1point)를 분리 후 탈거한다. 분리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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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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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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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거한다. ( 볼트t20 : 4point ) 고정커버 탈거 교체하여 작업한다.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11 센터 판넬 고정커버에 고정된 볼트(4point)를 센터 판넬 고정 커버는 조립시 변경품으로

10 리무버를 사용하여 센터트림 패널 송풍구 송풍구 분리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2point)를 분리한다.

8 센터 오디오 판넬 상/하단부 볼트(4point)를 오디오 탈거 볼트가 내부로 떨어지지

탈거한다. ( 볼트t20 : 4point ) 않도록 주의한다.

당겨서 탈거한다. 분리

9 오디오 판넬에 연결된 커넥터(4point)를 분리 후 오디오 커넥터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3. 차량 센터 페시아 탈거 (3)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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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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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커넥터 케이블의 꼬임에 주의 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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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ridge Terminal이 노출되지 않도록 흡음재로 흡음재 마감

마무리 한다.

노이즈 방지를 위해 흡음재를 

스카치락을 이용하여 체결한다. 여부를 확인한다.

3 Bridge Cable에서 ILLUMI(적색선)을 3-1 공조기 ILLUMI 연결 Bridge Terminal사용 시 통전이

하네스 16핀 커넥터 케이블(파/검) 배선에 3-2 되도록 충분히 압착하고 Bridge

1 Bridge Cable 스피커, 전원 단자 커넥터를 Bridge Cable 차량의 하네스와 Bridge Cable

체결한다. ( 2point ) 체결 체결시 "딸깍" 소리가

이용하여 마감처리 한다.

날때까지 체결한다.

2 체결된 커넥터 단자를 흡음재 패드로 감싸준다. 흡음재 마감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Bridge Cable, 스카치락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4. Bridge & ILLUMI 설치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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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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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A필러 탈거시 전면 유리 및 대쉬보드 스크레치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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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란색( 8PIN) 커넥터에 고정되어 있는 락 장치를 배선 전개 및 케이블 손상에 주의한다.

핀셋으로 살짝 올려준다. 케이블 정리

파란색 ( 8 PIN ) 커넥를 분리한다. 커넥터 분리

볼트 탈거시 내부로 떨어지지

4 AAM 모듈을 분리 후 AAM 모듈에 체결된 AAM 모듈

AAM 모듈이 있는 글로브 박스쪽으로 배선을 전개

정리하면서 전개한다.

1 리무버를 이용하여 글로브 박스 어시스트를 어시스트 커버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분리한다. 분리

볼트 탈거 않도록 주의한다.

3 Bridgecable에서 SpeedPulse(블랙)을 Bridge 케이블 배선 손상에 주의한다.

2 글로브 박스에 고정된 볼트(5point)를 탈거한다. 글로브 박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리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5 글로브 박스 탈부착&SpeedPulse

연결(1)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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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5 글로브 박스 탈부착&SpeedPulse

연결(2)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6 락 장치를 해제 후 커넥터 핀 방향 확인 후

BridgeCable에서 SpeedPulse(검정색)을 핀 연결 체결 시 핀 파손에 주의한다.

7 SpeedPulse 핀 단자에 체결 후 락 장치를 락 장치 커넥터 연결 시 "딸깍" 음이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눌러서 고정시켜준다. 고정 들릴때 까지 체결한다.

1번째 핀 단자에 체결한다.

케이블을 정리하면서 AAM모듈을 조립한다. 조립 않도록 주의한다.

( AAM 고정 볼트 : 2point )

8 SpeedPulse(검정색) 배선을 글로브박스 프레임 사이로 AAM 모듈 케이블 손상되지

체결 후 글로브 박스 우측 커버를 조립한다. 조립 않도록 주의한다.

( 볼트t20 : 7point )

9 글로브 박스에 고정 하기 위해 볼트(7point)를 글로브 박스 볼트가 내부로 떨어지지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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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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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6 GPS 설치 및 리어 컨트롤 연장 케

이블 전개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GPS안테나, 리어 컨트롤 연장 케이블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3M테이프,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운전석 하단 서랍장 커버를 손으로 당겨서 서랍장 커버 커버 분리시 핀 파손 및

분리한다. 분리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분리한다. 분리 스크레치에 주의한다.

2 리무버 및 양손으로 당겨서 다이얼 커버를 다이얼 커버 커버 분리시 핀 파손 및

4 센터 판넬에서 리어 컨트롤 케이블(2point)에 Bridge 케이블 리어 컨트롤 연장 케이블

3 GPS 안테나에 3M 테이프를 붙이고, 대쉬보드 GPS 안테나 GPS 안테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에 GPS 안테나 고정 위치에 고정시킨다. 고정 안쪽으로 밀착 후 부착 한다.

5 리어 컨트롤 케이블을 핸들 조절 부분과 간섭이 리어 컨트롤 리어 컨트롤 연장 케이블이

Bridge 리어 컨트롤 연장 케이블를 체결 후 연결 체결시 "딸깍" 소리가

이음 방지를 위해 흡음재로 커넥터를 감싼다. 날때까지 체결한다.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개된 차량 하네스 연장 케이블 전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선과 같이 전개한다. 케이블타이(3point)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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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개정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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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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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핀 파손에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칼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제거한다. 제거한다.

작업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다이얼 커버에 고정핀(2point)를 니퍼로 제거후 고정핀 제거 고정핀 제거시 깔끔하게

1 커버에 부착되어 있던 리어 컨트롤 버튼을 버튼부 버튼 부분에 까짐 및

분리한다. ( 풍향버튼 / 온도조절버튼 ) 분리 손상에 주의한다.

분리한다.  ( 뺀찌&롱로즈 사용하여 분리한다. ) 분리

2 분리한 다이얼 커버에 있는 고정 브라켓을 다이얼 브라켓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니퍼, 뺀찌, 롱로즈, 칼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7 리어 컨트롤 스위치 설치 (1)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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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7 리어 컨트롤 스위치 설치 (2)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지그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드릴, 드릴팁 4/12m, 펀칭기, 가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4 다이얼 커버에서 탈거한 고정 브라켓을 고정 브라켓 절단시 1-1 사진 2point

사진과 같이 절단 해준다. 절단 고정핀이 파손안되도록

5 지그를 이용하여 다이얼 커버에 흔들리지 않도록 홀 가공 지그 안착후 정확한 위치에

※ 1-1 사진에서 표시한 고정 브라켓 핀은 절단이 주의한다.

안되도록 주의한다. 

총 4point ( 2point : 4.8m / 2point : 12m ) 타공한다.

고정후 4point 펀칭하고, 홀 가공한다. 펀칭후 홀가공한다.

사진(2)와 같이 위치에 맞게 홀 가공한다. 홀가공 사이즈 정확하게 확인후

고정한다. 정확하게 위치에 고정한다.

6 타공이 완료된 다이얼 커버에 리어 컨트롤 리어 컨트롤 리어 컨트롤 스위치 조립시

스위치를 순서에 맞게 조립 후 정확하게 위치에 스위치 조립 순서에 맞게 조립후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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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m

4.8m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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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7 리어 컨트롤 스위치 설치 (3)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니퍼,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7 다이얼 커버를 조립하기 위해 차량 고정 브라켓 차량 브라켓 차량 브라켓 부분 1cm

부분을 니퍼로 1cm 표시후 절단한다. 절단 표시후 절단한다.

(1) 커넥터 7point / (1-1) 커넥터 2point 체결후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이음 방지를 위해 흡음재를 감싼다. 체결한다.

8 커넥터 체결 방식에 따라 체결한다. 커넥터 체결 커넥터(9point) 체결시

9 다이얼 커버 조립후 리어 컨트롤 스위치 작동 다이얼 커버 다이얼 커버 조조립시

상태 확인한다. 조립  핀 파손에 주의한다.

(흡음재 : 2point )

조립 기즈에 주의한다.

10 운전석 하단 서랍장 커버를 조립한다. 서랍장 커버 서랍장 커버 조립시

내장재 및 탈거품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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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절단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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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C필러 탈거 시 떨어뜨려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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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쪽 고정되는 핀 파손이 안되도록 손으로 탈거 ( 파손 시 고정핀 교체 )

당겨서 분리한다.

3 리어 C필러 분리 시 상단에 커버 안쪽부분과 리어C필러 고정핀 파손에 주의한다.

(-) 드라이버 사용 ( 고정 핀 : 2point ) 탈거 ( 파손 시 고정핀 교체 )

총 6point 고정핀을 탈거한다.

1 후미등 탈거하기 위해 리어 C필러 커버를 고정대 고정대 탈거 시

탈거 하기 전에 리어 도어 고정대를 분리한다. 분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리무브로 사용 ( 고정 핀 : 5point ) 고정핀 고정핀 파손에 주의한다.

( T30 x 3point )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절전 테이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8 리어 C필러 탈거 (1)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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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실내등 커버 및 C 필러 트립 탈거 시 떨어뜨려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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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를 손으로 당겨서 탈거한다. 탈거 ( 파손 시 고정핀 교체 )

6 좌측 C필러 고정핀 파손에 주의한다.

4 리무브로 사용하여 핀 3point분리후 실내등 커버 탈거 시

T30 x 2Ppoint 볼트를 탈거하고, 실내등 커넥터 탈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리무브를 이용하여 루프힌지에 고정핀 루프 힌지 오염에 주의한다.

루프힌지에 고정핀(2point)을 탈거한다. 탈거

분리 후 커버를 탈거한다. 커버 탈거 시 오염에 주의한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절전 테이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8 리어 실내등 커버 탈거 (2)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B

B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9 후방 카메라 장착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가니쉬, 후방카메라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백도어 (L/H) 커버에 장착 된 커버핀(12point)를 마감재 커버핀의 파손에 주의 한다

리무버를 이용하여 탈거한다. 탈거

탈거한다 탈거

2 가니쉬에 고정 되어 있는 너트 10mm (3point)를 너트 너트의 분실에 유의한다

4 분리 한 가니쉬에 후방 카메라를 위치에 맞게 후방 카메라 카메라 장착시 정확한

3 가니쉬를 당겨 분리 한 뒤, 연결 된 가니쉬 및 커넥터 가니쉬 탈거 시 떨어지지

커넥터(2point)를 분리한다. 분리 않도록 주의 한다

장착 후 볼트(1point)를 체결한다. 장착 위치에 고정한다.

커버 핀 탈거 시 분실 및 파손에 주의 하며,

가니쉬 분리 시 차체 스크레치에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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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0 리어 디텍트 설치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절전 테이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플라스틱 커버를 탈거 후 후미등에 고정된 10mm 후미등 후미등 탈거 시 너트 분실에

너트(2point)를 탈거 한다. 탈거 주의 한다.

백등 커넥터(1point)를 분리 한다. 분리

2 후미등을 당겨 분리한 뒤, 연결되어 있는 리어 커넥터 

4 연결 한 리어 디텍트 케이블을 차량 안쪽으로 후미등 케이블이 손상 되지 않도록

3 후미등에 리어 디텍트 케이블을 연결 한다. 케이블 리어 디텍트 케이블 체결 시

연결 "딸깍"음이 날때까지 체결 한다

넣은 뒤 후미등을 조립후 10mm 너트(2point)를 조립 정리 한다.

체결한다

후미등 탈거시 떨어뜨려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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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 후방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 (1)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흡음재, 니퍼, 케이블 타이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리어 백등 커넥터 와 리어 디텍트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연결 시 "딸깍"음이

커넥터를 연결한 뒤, 흡음재로 커넥터를 감싼다. 연결 들릴때 까지 체결 한다

따라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켜준다. 정리

2 연결 한 커넥터를 차체 안쪽으로 하네스 방향을 커넥터

절개하여 준다.

3 가니쉬 부분에 위치한 고무관을 당겨 분리 후, 고무관 케이블 손상에 유의 하여

후방카메라 배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일부분 절개 고무관을 당긴다.

4 후방 카메라 케이블을 고무관으로 삽입 후, 케이블 고무관 삽입 시 내부 배선의

반대쪽으로 후방 카메라 케이블을 빼준다. 전개 손상에 주의 한다.

고무관 작업 시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작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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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 후방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 (2)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흡음재, 케이블 타이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5 차량의 하네스와 후방 카메라 커넥터를 체결한다. 커넥터 커넥터 연결 시 "딸깍"음이

연결 들릴때 까지 체결한다

가니쉬에 고정시킨다. 처리

6 후방 카메라 커넥터 연결 후, 흡음재를 감싼 뒤, 흡음재

7 가니쉬를 차량에 장착 한뒤, 안쪽에 너트 플라스틱 고정핀의 파손에

너트10mm (3point)를 체결하여 준다. 체결 주의한다.

도장면의 기즈에 유의하여 작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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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 후방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 (3)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케이블 타이,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8 후방 카메라 배선과 차량 하네스 배선을 따라서 배선 전개

케이블 타이로 (1point) 정리 한다.

분리 주의 한다

10 후방 카메라 케이블 배선을 고무 주름관 안으로 케이블 전개 고무 주름관의 내부에 손상에

9 고무 주름관의 양끝 부분을 분리 한다. 고무관 고무 주름관이 찢어 지지 않도록

11 고무 주름관을 차체에 밀착 되도록 고정한 뒤, 배선 고정 배선 전개를 차량의 ROOF 방향

후방카메라 배선과 리어 디텍트 배선을 하네스 쪽으로 정리 하여 고정 한다.

통과시켜 화살표 방향으로 전개 한다 주의 한다

배선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 정리한다.

고무 주름관의 파손에 주의 하여 작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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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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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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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 후방 /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4)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2 후방 카메라 배선과 리어 디텍트 배선을 배선

30cm 간격으로 흡음재 처리한다. 흡음재 작업

(고정핀 : 12point) ※ 주름관 고무 양쪽 확인한다. 장착 파손에 주의 한다.

13 뒷 트렁크 마감재 고정 및 장착한다. 마감재 마감재 조립시 커버 핀

정리 앞쪽으로 전개한다.

14 차량의 기존 배선 방향으로 케이블을 정리한 뒤, 배선 전개 및 루프힌지 오염에 주의한다.

후방카메라와 리어디텍트 배선을 루프힌지쪽으로 케이블 정리

고정핀 조립 시 파손에 주의 하고, 케이블 타이 사용 시

정해진 위치에 고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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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살짝 당겨서 리어 송풍구를 탈거한다.

 ( 송풍구 고정핀 파손 시 교체 한다. )

B

B

개정일 2020-02-24

Workshop

앞쪽으로 전개한다. 실내등 차체 안쪽으로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19 작업 공간을 확보 후 앞쪽 웨더스트립쪽으로 철선이용 차제/ 루프힌지/배선

철선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고정핀 조립 시 파손에 주의 하고, 케이블 타이 사용 시

정해진 위치에 고정 할 수 있도록 한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파손 시 교체 한다. 고정핀 확인

웨더스트립 손상에 주의한다.

17 리어 송풍구를 양손으로 이용하여 ① 위치부터 리어 송풍구 루프 힌지 오염에 주의한다.

살짝 당겨서 뺀 후 ② 위치에 양손으로 이용하여 탈거

15 루프힌지 오염에 주의하며,루프힌지와 차량 커버 실내등 실내등 커버

안쪽으로 넣어서 배선(리어디텍트/후방카메라)을 탈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부분만  분리한다. 분리

흡음재 처리한다.

16 리어 송풍구를 탈거 하기위해 웨더스트립 웨더스트립

18 리어 송풍구 탈거 후 고정핀 파손 여부 확인 후 리어 송풍구 고정핀 파손 시 교체한다.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후방 /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5)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①

②

①

②



B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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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1 후방 / 리어 디텍트 배선 전개(6)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케이블 타이,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21 운전석 측 웨더스트립을 탈거하고, 정리된 후방 배선 전개 마감재 및 웨더 스트립 탈거 시

카메라 및 리어디텍트 배선을 A필러까지 전개한다. 손상에 주의한다

배선을 따라 센터 패널까지 고정시키면서 전개한다 한다

22 A필러에서 핸들 아래 커버 쪽으로 기존의 전개된 배선 전개 배선의 손상에 주의

24 오디오 및 공조 커넥터 장착을 위해 배선을 배선 정리 케이블의 꼬임에 주의

23 Bridge Cable에 있는 커넥터 단자에 후방 카메라 케이블 체결 커넥터 체결시 "딸깍"음이

및 리더 디텍트 배선을 체결한다. 들릴때 까지 체결한다

25 운전석 측 웨더스트립을 부분을 재 장착한다. 웨더스트립 웨더스트립 재 조립시 주름,들뜸

조립 구부러짐에 주의 하고, 조립 후

정리 하여 나열한다. 하여 정리한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감재 및 내장재의 파손 및 기즈에 주의 한다.

Body Welt (웨더 스트립) 부분에 문제가 발생 시 수밀 관련문

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작업 시 주의가 필요 하며, 작업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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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볼트를 체결한다.( T30 x 3E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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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2 리어 좌측 커버를 조립 후 고정핀 1point 고정한다. 배선 전개

작업자 주요단계

리어 송풍구를 조립하고, 뒷 문 웨더스트립을 조립한다. 조립

 ( 리어 송풍구 고정핀 : 10point )

va
lid

a
te

d
 b

y

EWT

김영신 / 홍진기

No 작업 분해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2 리어 트립 조립

안전보호구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1 2 3 4 5

염일선

황인팔

한순범

차량위치

이상황

-

사용 공구
T(30), 토크 렌치 (8Nm)

전동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흡음재

EWT

장갑 총시간 (분)

중간 실내등 커넥터 체결 후 조립한다.

1 운전석측  웨더스트립쪽으로 배선을 전개 후 리어 송풍구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EWT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고정핀 및 웨더스트립

손상에 주의한다.

루프힌지 오염 및 배선의

 ( 고정핀 5point / -드라이버 2point ) 조립 C필러, 루프힌지 오염에 주의한다.

손상에 주의한다.

도어 고정대 조립 후 철가루

발생 시 깨끗이 청소한다.

고정핀 3point 고정 후 실내등 커넥트 연결 하고,

리어 C필러 고정핀 손상에 주의한다.

3

조립한다.

리어 실내등 커버를 조립 후 T30 x 2EA 조립 및

볼트

4 리어 C필러 커버를 부착 후 고정핀으로 조립한다.

리어 도어 고정대를 토크렌치 (8Nm)을 이용하여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고정핀 조립 시 파손에 주의 하고, 케이블 타이 사용시

정해진 위치에 고정 할 수 있도록 한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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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한다.

'Unit 장착 시 케이블의 협착에 주의한다.

1. 이상 발생시는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2. 지시 기다릴 것

3. 설비 이상시 이상 처리 3원칙을 준수 할 것.

  (정지한다, 보고한다, 기다린다)

커버 및 송풍구

3 차량의 배선에 커넥터를 UNIT에 체결한다.

⑥ 외부입력

커넥터 체결

조립

금지사항 및 이유 (발생가능한 문제점 또는 결함 작성) 이상처리방법

판넬에 커넥터(3point)를 체결 후 조립한다. 조립  소리가 날때까지 체결한다.

5 AVN 프런트 판넬에 커버를 조립 후 센터 프런트 프런트 판넬 커버 커넥터 3point를 "딸깍"

체결 후 볼트 (4point)를 체결한다. 조립

 ( 볼트t20 : 8point / 커넥터 : 1point )

커넥터를 체결한다.

4 AVN 고정 후 볼트 (4point)를 체결하고, AVN / 판넬 버튼 커넥터 1point를 "딸깍"

판넬 버튼 스위치 커버에 커넥터(1point)를 스위치 커버 소리가 날때까지 체결한다.

④ 파워&출력 케이블 속커버+브라켓+AVN 조립후

⑤ 스티어링휠 리모컨 배선 체결 방식에 따라

② AVM 인터페이스

③ RADIO 안테나 AVN 장착시

1 센터 판넬 고정 커버를 변경 후 조립 한다. 센터 판넬 고정 속 커버 / 브라켓 / 판넬

커버 변경 3가지 변경품으로 교체한다.

2

커넥터 6point를 "딸깍"

① GPS 안테나  소리가 날때까지 체결한다.

변경된 커버를 고정 시킨후 볼트(4point)를 센터 판넬 고정 센터 판넬 고정 커버와

체결 후 센터트림 패널 송풍구를 조립한다. 브라겟을 조립 후 고정한다.

 ( 볼트t20 : 4point / 송풍구 : 2point )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사용 부품 센터 판널 고정 커버 / 브라켓 / 판넬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흡음재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한순범

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3 AVN 조립
차량위치

황인팔

1 2 3 4 5

①
④

③
⑥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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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4 센터페시아 조립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전동 드라이버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하단부 센터 콘솔 트레이에 시가잭 커넥터 커넥터 체결 하단 트레이 고정부 파손에

(1point)를 체결한다. 주의한다.

볼트(2point)를 체결한다.(좌: 2point / 우:2point )

2 기어 판넬 트레이를 조립 하고 ,콘솔 트레이에 볼트 체결

3 기어 샤프트 커버를 하측으로 내린 후 노브에 기어봉 체결 플라스틱 고정 핀의

샤프트 커버를 고정 시킨다. 파손에 주의한다

내장재의 파손 및 기즈에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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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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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차종 : Master_PH2 습숙 기간

작업명 (공정명) 5-15 배터리 장착

황인팔

1 2 3 4 5 차량위치

한순범

사용 부품 -

작업 방법
2인 1조로 작업

(A, B 작업자)

EWT 염일선

안전보호구 장갑 총시간 (분) -

사용 공구 T(30), 토크 렌치 (8Nm), 마커

EWT 김영신 / 홍진기

EWT 이상황

va
lid

a
te

d
 b

y

EWT

No 작업 분해 작업자 주요단계 급소(급소의 이유) 도해 또는 기타 규칙

EWT 박승재

1 배터리 -단자 부 전류 센터 커넥터를 체결한다 배터리 단자

체결

2

3 (-)단자의 유격을 확인 후 녹색 마커로 (-)단자에 녹색 마커

차량 배터리 - 단자를 체결 후 토크렌치 (8Nm)을 보르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한다. 체결

4 운전석 발판 아래쪽 볼트(T30)을 조립한다. 볼트

(6point) 체결

마킹을 한다. 마킹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은 꼭 장갑을 착용 후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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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코드 장착일자 작업자

장착용품명 검사일자 검수자

차종 차량옵션 차대번호

OK NG 조치(NG일경우)

밧데리조립

외관검사

전압 측정 확인 전압 :

OK NG 조치(NG일경우)

차량검사

2차불량 점검

안전벨트

경고등

특이사항 및 이슈 사항 기입란

후방케카메라 모드 확인

 12.6V 미만 일 경우 최소 10분 이상 Idling 충전 한다. 시작         :             / 종료         :

차량검사

2차불량 점검

공조 컨트롤 스우치 동작 상태 확인  / 센터트립 VENT 다이얼 동작 상태 확인

A필러 마감 및 운전석 웨더스트립 마감 확익  ( 오조립 및 배선간섭 없을것 )

트렁크 마감재 및 가니쉬 조립 확인

트렁크 등 기능 확인 -> 작동 불량시 REAR CABLE 체결 확인

차량 2차 불량 검사

                 검사항목

안전벨트 경고등 동작 상태 확인

* 용품 장착 부위에 발생 할수 있는 모든부위의 2차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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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보드 주변 스크러치 확인

Navi 동작검사

전원 확인

내비게이션 부팅 확인

내비게이션 맵실행 후 GPS 수신 확인

내비게이션 카링크 실행 확인

라디오 FM, AM 확인

MP3 재생 확인

AUX 확인(내비게이션 사운드가 차량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

BlueTooth 핸드폰 통화 연결 확인

차량 데시보드 들뜸 및 장착 마감 확인

MASTER

* 작업전 특이사항(차량이상 및 조치결과) :

용품 검사

검사항목

밧데리 단자부 커넥터를 체결 할것

밧데리단자 토크렌치(8Nm) 이용하여 고정 후 케이블 유격이 있는지 손으로 흔들어서 확인 할것

밧데리 단자부 및 커넥터 체결 문제 없음을 녹색 마킹 표시를 확인

결품확인

내비게이션 마감재 체결 확인

MASTER X62_PH2 AVN

용품장착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