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 인증제 취급설명서

타타대우상용차(주)



자기 인증 표시

주

- 포장 용지 혹은 부품에 "자기 인증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부품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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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호스
브레이크 호스는 브레이크 챔버에 공압을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챔버가 장착된 액슬과 프레임의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부위에 적용됩니다. 
고무와 내압을 견디기 위한 보강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접촉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외부에 코일스프링이 보강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 의

-  비 순정 부품의 사용으로 운행 중 제품의 파손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호스 교환시 반드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
신 후, 압축 공기 저장 장치에서 압축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후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주

- 브레이크 호스의 규격은 당사 대형 및 중형 트럭이 같은 직경의 사양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5

● 부품의 적용위치
      1. 프론트(앞쪽) 브레이크 연결부

브레이크 호스

파워 챔버가 장착된 경우
(주 제동)

스프링 챔버가 장착된 경우
(주 제동+주차 제동)

브레이크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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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호스

2. 푸셔액슬 브레이크 연결부

브레이크 호스

파워 챔버가 장착된 경우
(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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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호스

"A 타입" (스프링 가드 있음)

"B 타입" (스프링 가드 없음)

(장착시)

패킹
(부품번호:30898 00190)

● 부품의 종류
      1. 브레이크 호스의 종류

1) 스프링 가드(Spring guard)가 있는 "A 타입" 경우 
 (운행중 악조건에서 타 부품과 접촉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 적용함)
2) 스프링 가드(Spring guard)가 없는 "B 타입"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함)

       2. 브레이크 호스 내부 단면

       3. 브레이크 호스 끝단부 : M20x1.5

       4. 체결부 토크 : 9.0kgf.m

주

- 장착시 누기 방지용 패킹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 교환 시 패킹의 고무 부분이 파손 되어 있을 경우 에는 신품으로 교환해야 누기가 발
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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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 좌석 안전띠
안전 벨트는 안전띠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고속버스, 항공기, 기차 등에서 운행 중에 생기는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좌석에 설치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차량 충돌사고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좌석에 장착된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는 안전장치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운전자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때에만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주 의

충돌사고 차량에 사용되었던 안전벨트는 늘어나거나 손상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도 교환하여 주십시오.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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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운전석 시트에는 3점식 안전 
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에는 3점식 안전 
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중앙에는 2점식 안전 
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부품의 적용위치
      1. 운전석 시트 벨트

      2. 조수석 시트 벨트

      3. 센터 시트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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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 부품의 종류
1. 시트 벨트 어셈블리-운전석(-텐션 리듀서 미적용)
 SEAT BELT A-DRIVER(-AM2)

2. 시트 벨트 어셈블리-운전석(&텐션 리듀서 적용)
 SEAT BELT A-DRIVER(&AM2)

1, 2

운전석 시트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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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 부품의 종류
1. 시트 벨트 어셈블리-조수석
 SEAT BELT A-ASSIST

1

조수석 시트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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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 부품의 종류

1. 텅 어셈블리 - 2P 시트 벨트
 TONGUE A-2P SEAT BELT

2. 버클 어셈블리 - 2P 시트벨트
 BUCKLE A-2P SEAT BELT

1 2

센터 시트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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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안전판

● 후부 안전판
언더 라이드(Under ride)란 자동차끼리 충돌했을 때 한쪽 자동차 일부가 
다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대형 트럭에는 승용차와 충돌했을 때 언더 라이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부 
아래쪽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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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안전판

● 부품의 적용 위치

      1. 차량 후방 적재함 하단부 장착

후부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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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안전판

● 부품의 종류

1. 리어 프로텍터 어셈블리-알루미늄
 AL REAR PROTECTOR ASM

2. 리어 프로텍터 어셈블리
 REAR PROTECTOR ASM

1

2

알루미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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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전조등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앞에 부착되어, 밤에 주행할 때 앞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설치된 전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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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부품의 적용위치

      1. 차량 전방 운전석과 조수석쪽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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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부품의 종류

1. 램프 어셈블리-헤드, 턴시그널 & 포지션
 LAMP A-HEAD, T/SIGNAL & POSITION

2. 할로겐 전구-70W(H7)
 HALOGEN BULB-70W(H7)

3. 할로겐 전구-70W(H1)
 HALOGEN BULB-70W(H1)

4. 전구-24V, 21W(PY21W)
 BULB-24V, 21W(PY21W)

5. 전구-24V, 5W(W5W)
 BULB-24V, 5W(W5W)

6. 더스트 커버
 DUST COVER

1

4

5

2

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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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기

● 후부 반사기
입사 각도와 관계없이, 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반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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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기

● 부품의 적용 위치

      1. 차량 후방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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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기

● 부품의 종류

1. 리어 어셈블리-리어 컴비네이션
 LAMP A-REAR COMBINATION

1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커버에 장착



22

창유리

● 창유리
자동차용 안전 유리에는 접합유리와 강화유리 부품이 있습니다. 접합 유리는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인장강도가 뛰어난 PVB(Polyvinyl-Butyral) 필름을 삽입 
후 고온 고압으로 접착한 제품으로 PVB 필름의 인장력에 의한 충격 흡수력 이 
높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의 앞 유리에 사용됩니다.  강화 유리는 일반 판 유리를 
섭씨 600~700℃로 가열, 성형한 후 급냉시켜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을 
형성시킨 부품으로 주로 자동차의 뒷 유리 및 옆 유리에 사용됩니다.

주

1. 접합 유리 특징

-  충돌 사고시 탑승자 머리 부분과의 충격을 흡수하므로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
화 시켜 줍니다.

-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운전 시야가 확보되므로 2차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  유리 파손시 유리 조각이 비산되지 않아 날카로운 파편에의한 상해를 막아줍니다.

-  접합 유리의 우수한 내관 통성으로 인하여 외부 충격들이 차량 내로 유입되거나 
충돌사고시 탑승자가 차량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강화 유리 특징

-  일반 유리보다 3~5배 높은 내충격 강도를 가지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  파괴시 매우 작은 조각으로 파편이 분리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파편에 의한 탑승
자의 상해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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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 부품의 적용위치
1. 전면유리(Front Windshield Glass)

차량 전면유리 윈드쉴드 글래스(Windshield Glass)는 앞쪽에 윈드쉴드 
웨더스트립(Windshield Weather Strip)으로 고정하여 장착되어 있습니다.

2. 옆창유리(Side Door Glass)
차량 옆창유리 윈도우 도어 글래스(Window Door Glass)는 옆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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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옆면유리(Side Window Glass)
차량 옆면유리 사이드 윈도우 글래스(Side Window Glass)는 옆쪽에 
글래스 폼 테이프(Glass Foam Tape)로 고정하여 장착되어 있습니다.

4. 후면유리(Rear Window Glass)
차량 후면유리 리어 윈도우 글래스(Rear Window Glass)는 백 글래스 
웨더스트립(Back Glass Weather Strip)으로 고정하여 장착되어 있습니다.

창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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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썬루프(Sun Roof)
하이돔(High Dome) 차량에  적용하는 상단 창유리 루프해치유리(Roof 
Hatch Glass)는 위쪽으로 루프 해치 어퍼(Roof Hatch Upper)와 파워 
드래인 커버 (Power Drain Cover)를 고정하여 장착되어 있습니다.

창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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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 부품의 종류

1. 글래스-윈드쉴드 LDWS 

    GLASS-WINDSHIELD LDWS

2. 웨더스트립-윈드쉴드,C 

    W/STRIP-WINDSHIELD C

3. 서포트 어셈블리-윈드쉴드,바텀 

    SUPPORT A-WINDSCREEN BTM

4. 글래스-사이드 윈도우,블랙 

    GLASS SIDE WINDOW,BLACK,LH

5. 폼 테이프-글래스 

     FOAM TAPE-GLASS

6. 글래스-리어 윈도우,C 캡 

     GLASS WINDOW REAR CAB C

7. 웨더스트립-백 글래스,C 

     W/STRIP-BACK GLASS C

8. 글래스-윈도우 도어 LH 

     GLASS WINDOW DOOR LH

9. 글래스-윈도우 도어 RH 

     GLASS WINDOW DOOR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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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 부품의 종류

    1. 루프 해치 어퍼 어셈블리 

        ROOF HATCH UPR ASM

    2. 드레인 커버 어셈블리-파워 

        DRAIN COVER ASM-POWER

    3. 트림 커버-루프 해치 

        TRIM COVER-ROOF HATCH

    4. 호스 어셈블리-루프 해치 드레인 

        HOSE A-ROOF HATCH DRAIN

    5. 서브 하네스-선 루프 

        SUB HARN-SUN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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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고장차량의 표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차량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로 상에 설치함으로써 운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길이 45cm, 폭 8cm 크기의 표지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접촉사고로 차가 정지한 경우, 비상등   점등만으로 시인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며, 대부분 
조립형태로 보관 및 휴대가 쉽고, 발광 반사판을 사용하여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삼각대

● 비상용 삼각대(차량 정지 표지판)

 경 고

1.  비상용 삼각대는 차량후방(주간:100M, 야간:200M)에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차량후방 200M지점에다 500M이상의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경광등 또는 경광
봉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설치하실때에는 주변의 상황, 특히, 이동하는 차량에 주의하십시오.

3. 설치시 반사판이 주행해오는 차량에 잘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십시오.

4. 차량이 다시 운행하게 되어 회수할때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하면서 신속, 안전
하게 회수하십시오.

 주 의

자동차용 비상용 삼각대(정지 표지판)은 법률에 의하여 휴대 및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규정에 따라, KS규격품을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하며, 미설치 및 미휴
대시에는 법에서 정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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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대 하단에 OVM 공구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비상용 삼각대를 휴대 및 
설치하여 차량의 고장 또는 그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 
도로 에 설치십시오. 

2. 옆창유리(Side Door Glass)
차량 좌우측 사이드 프레임에 OVM 공구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비상용 
삼각대를 휴대 및 설치하여 차량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 도로 상에 설치하십시오

안전 삼각대

● 부품의 적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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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사경 어셈블리-경고 트리 
        REFLECTOR A-WARNING TRI

안전 삼각대

● 부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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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최 후부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서 주행중인 자동차가 전방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후속차의 헤드 램프의 빛을 반사하고 야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부안전판 안전장치를 부착합니다.

후부 반사판

● 후부반사판

 경 고

화물자동차 후미 추돌 사고 발생 시 승용자동차의 경우 화물차량 밑으로 말려 들어가
는 현상(언더라이드)이 일어납니다. 이와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중량 3.5톤 이
상인 화물자동차에는 후부안전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후부안전판이 불량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
게 되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이 전면 유리창을 깨고 차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
로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후부안전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
느냐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생사가 걸렸아오니 후부안전판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 주십시오.

주

※ 후부반사판 설치 기준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가장 넓은 뒷 축의 좌우 외측 타이어 바깥면 간의 간격
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 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
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내
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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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판

차량의 후미 리어프로텍터(REAR PROTECTOR)에 양쪽으로 부착합니다.

    1. 반사경 어셈블리,LH 
         REFLECTOR ASM,LH
    2. 반사경 어셈블리,RH 
         REFLECTOR ASM,RH

1 2

● 부품의 적용 위치 

● 부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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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드럼과 직접 접촉하여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을 멎게 하고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마찰재 입니다.
브레이크 드럼으로부터 열에너지가 발산되어, 브레이크 라이닝의 온도가 
높아져도 타지 않으며 마찰 계수의 변화가 적은 라이닝이 좋습니다.
또한 온도의 변화나 물 등에 의한 마찰 계수의 변화가 적고 기계적 강도도 큰 
것이어야 합니다. 
석면을 이겨서 구운 것(몰디드 아스베스토)이나 석면과 함께 금속 가루를 섞은 
것(세미 메탈릭), 소결 합금(메탈릭) 등의 라이닝이 있습니다.

● 브레이크 라이닝

 주 의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량은 더스트커버의 점검홀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또한, 
슬랙어저스터에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주유하십시오.

 주 의

라이닝 단면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마모 한계를 넘은 것이니 , 라이닝 마모 한계
가 넘었는지 자주 점검하여 그 이전에 가까운 당사 정비망에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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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바퀴 내부에 장치한 드럼의 안쪽에서 브레이크슈를 누르는 
제동장치)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을 페드로 양쪽에서 
조이는 제동장치)에 마찰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착되어 집니다.

● 부품의 적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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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

● 부품의 종류
 7. 슈 & 라이닝 어셈블리-프론트,190 

     SHOE & LINING A-FRT,190

 8. 슈 어셈블리-프론트 

       SHOE A-FRT

 9. 라이닝-프론트,캠,190 

       LINING-FRT,CAM,190

 10. 라이닝-프론트,앵커,190 

          LINING-FRT,ANCHOR,190

 11. 리벳-라이닝 

         RIVET- LINING

 12. 핀-슈 리턴 스프링 

         PIN-SHOE RETURN SPRING

 13. 스냅 링 

          SNAP RING

 14. 핀-앵커 

          PIN-ANCHOR

 15. 롤러-캠 

          ROLLER-CAM

 16. 리테이너-롤러 

          RETAINER-ROLLER

 17.  스프링-슈 & 리턴 'A’ 

         SPRING-SHOE RETURN A

 18.  스프링-슈 & 리턴 'B’ 

          SPRING-SHOE & RETUR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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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의 종류

    7.  슈 및 라이닝 어셈블리-리어,203 

          SHOE & LINING A-RR,203

    8.  슈 어셈블리-리어,203 

          SHOE A-RR,203

    9.  라이닝-리어,캠,203 

          LINING-RR,CAM,203

    10.라이닝-리어,앵커,203 

           LINING-RR,ANCHOR,203

    11.리벳-라이닝 

           RIVET- LINING

    12.핀-슈 리턴 스프링 

            PIN-SHOE RETURN SPRING

    13. 스냅 링 

            SNAP RING

    14. 핀-앵커 

            PIN-ANCHOR 

    15. 롤러-캠 

            ROLLER-CAM

    16. 리테이너-롤러 

            RETAINER-ROLLER

    17. 스프링-슈 & 리턴 'A’ 

            SPRING-SHOE RETURN A

    18. 스프링-슈 & 리턴 'B’ 

            SPRING-SHOE & RETUR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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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띠

불빛에 환하게 반짝이는 특성으로 어두운 터널이나 도심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 장치를 부착합니다.

야간에 화물차를 보다 쉽게 식별해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함이므로 차량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부착합니다.

● 반사띠 

● 부품의 적용 위치 

 주 의

주로 야간 활동시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불빛에 환하게 반짝이는 특성으로 차량에 부
착되어 사용됩니다. 다만 비, 안개, 먼지, 연기로 인해 반사 불빛의 시야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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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렉터 테이프 :  REFLECTOR TAPE

● 부품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