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즈 트럭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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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전세계가 인정한

: 이스즈 수출 국가 (137개국)

전세계에서 활약하는 ISUZU! 특히 엘프 트럭은 일본에서 50년 가까이 판매 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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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스쿨
Ⅰ. 동력 전달의 메커니즘
2 엔진

동력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워 트레인과
그 핵심 장치인 변속기,
파워의 근원인 엔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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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은 연료를 지속적으로 연소시킴으로써 파워 트레인에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 파워의 근원은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피스톤을
힘차게 밀어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에서 회전운동으로 변환된
동력은 클러치를 통해 변속기로 전달됩니다.
디젤 엔진은 보다 큰 마력을 얻을 수 있는 연소 방식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트럭의 심장에 적절합니다 (그림2).

트럭의 특징인 큰 파워는
엔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치의 시스템에 의해
타이어까지 전달 되는 건가요?

엔진 & 파워 트레인 개요

파워 트레인은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타이어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클러치에서 변속기, 프로펠러 샤프트, 디퍼렌셜 기어, 드라이브 샤프트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림1).
주행, 회전, 정지와 같은 차량의 기본 동작은 물론 가속, 감속, 오르막 길, 내리막 길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 맞춰 엔진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효율적으로 타이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2) 디젤엔진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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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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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환
시키는 것과
동시에 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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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입: 실린더 내에 공기를 보냅니다
(2) 압축: 공기를 압축하여 공기 온도를 높입니다
(3) 연소: 그후, 경유를 주입하면 압축으로 고온이 된 공기가 자연 폭발해서
밀폐된 실린더 내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4) 배기: 연소 직후 배기 밸브를 통해 남은 배기 가스를 배출합니다

엘프 트럭의 4HK1 엔진은 190마력 / 5,193cc 사양으로
동급 최강 파워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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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는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주행 조건에 맞는 회전력으로 바꾸어
구동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톱니바퀴의 조합(그림3)으로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는 토크를 증대시키고(그림4)
가속을 위해서는 토크보다도 회전속도를 높이는(그림5) 역할을 하는 것이 변속기 입니다.

트럭 스쿨

(그림5) 평평한 길을 보다 빨리 주행할 때
■ 기어 변속 전: 보통 주행

(그림3) 변속기 원리

평평한 길을 주행할 때에는 언덕을 올라갈 때에 비해 큰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톱 기어로 주행하면 엔진의 회전(스피드)과 똑같은 회전(스피드)이 타이어로 전달됩니다.
■ 기어 변속 후: 회전력(스피드) 상승으로 가벼운 주행

최고속 기어로 변경하면 엔진의 회전(스피드)을 보다 효율적으로 타이어로 전달하여
보다 빨리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주로 소형 트럭의 경우 4~5단, 중형 트럭은 5~8단, 대형 트럭은 10~16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구성되어 있고, 그 조합으로 변속을 실행합니다.
기어비 설정은 트럭의 성격마다 다릅니다.
(그림4) 변속기 역할

▼ 엘프 트럭 변속기

■ 기어 변속 전: 회전력(토크) 부족으로 감속

전자제어식 6단 자동화 변속기 Smoother (AMT)

■ 기어 변속 후: 회전력(토크) 상승으로 힘찬 주행

- 수동 변속기(M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조작은 전자식으로 하는 방식
- 기계식 수동 변속기(MT)에 컨트롤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조작 방식이 자동 변속기(AT)와 동일
- 선택에 따라 수동 변속(MT) ↔ 자동 변속(AT) 모드 전환 가능
- 수동 변속기(MT)와 동일한 동력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수동 변속기(MT)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 구현
- 클러치 페달 조작이 없어 운전 편의성 우수

감속 기어로 변경하면 엔진의 파워를 보다 큰 회전력(토크)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힘차게
언덕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큰 파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톱 기어(5단)로 주행한 경우 엔진의
파워와 똑같은 회전력(토크)이 타이어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언덕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토크 부족으로 트럭은 감속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 (MT)

3

클러치를 발로 조정하면서 변속 레버를 직접 조작하는 방식
기계식 수동 변속기(MT)에 의한 동력 전달로 연비가 우수
동력 손실이 작고 구조가 간단하며 가격이 저렴
정기적인 클러치 교환 필요
국내 3.5톤 트럭 중 유일한 6단 수동 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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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스펜션

엘프 트럭 AMT / MT 비교
비교 항목
페달 개수
초기 운행장치
변속 장치

클러치

기어 변속
연료 소비량
클러치 디스크 교환
가속/감속 시 진동과 소음

낮음

MT
3
수동
(건식 클러치)
수동
(건식 클러치)
수동
기준
필요
기준

AMT
2
자동
(유체 클러치)
자동
(습식 클러치)
자동
MT와 동일
불필요
적음

AT
2
자동

큰 트럭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노면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트럭의
주행을 지원하는 서스펜션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
+10~20%
불필요
적음

낮음

1 서스펜션의 역할
서스펜션은 영어의 Suspender가 어원이고 바디와 차축을 연결하는 기구입니다.
자동차의 하중은 전후의 차축과 타이어, 스프링으로 지지하고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이나
진동은 서스펜션이 흡수합니다. 특히 트럭의 서스펜션은 큰 충격을 버텨야 합니다. 적재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재 시와 공차 시의 하중의 큰 변화에도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을 실현합니다.
서스펜션이 없는 경우
노면의 요철로 인해 생기는 충격이나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적재물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유지/
관리
비용

초기
비용

높음

주행 편리성

높음

주행 편리성
서스펜션이 있는 경우
노면의 요철로 인해 생기는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적재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실현 가능합니다.

엘프 트럭은 소형 트럭이지만 6단 변속기를 적용하여 5단보다
연비 효율적이며 변속 충격이 적어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 있음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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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스펜션의 구조
요잉이나 롤링의 억제
트럭은 적재물이나 특장으로 인해 중심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들을 조향했을 때의 요잉(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나 롤링(좌우 방향의 기욺)을 억제하
는 것도 서스펜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서스펜션의 구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방식에는 크게 독립 서스펜션과
차축 서스펜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독립 서스펜션 (Independent Suspension)
승차감 향상
장기간 운행에 노출되어 있는 트럭 운전자에게는
안정성이 높은 승차감 향상이 중요합니다.
진동이 적고 안정적인 주행은 운전자의 피로 경감에
도움됩니다.

각 차륜을 독립된 서스펜션으로 지지하는 방식.
조향성이 우수하고 쾌적한 승차감과 우수한 회전성을 발휘
합니다. 소형 트럭은 도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론트 서스펜션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공차 시와 적재 시에 따라 하중 변화도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에는 우수한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차축 서스펜션 (Rigid Suspension)
좌우를 같이 지지하는 방식. 구조가 심플하고 내구성이
우수함으로써 많은 트럭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차륜이 받은 충격이 다른 차륜에 전달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서스펜션의 구성 부품
트럭의 서스펜션은 주로 판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쇼크 업소버 등(차축 서스펜션인 경우)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이 각각 적절히 작동함으로써 수월한 조향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행이 실현됩니다.

리어 서스펜션(2축)

7

리어 서스펜션(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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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레이크

(1) 판 스프링 (Leaf spring)
판 스프링은 여러 강철판을 겹친 스프링입니다.
강철판의 탄력을 이용해서 노면으로부터 받는 진동을 흡수합니다.
대형 트럭의 경우 1축 당 스프링 하중량 ※은 무려 경차 1대의
중량에 해당하는 700kg 이상이 됩니다. 또한 적재 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트럭의 리어 서스펜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 스프링 하중량(Unsprung weight):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부품 및 브레이크, 타이어, 휠 등의
총 중량을 스프링 하중량이라고 합니다.

(2) 스테빌라이저 (Stabilizer)

감속, 정지는
자동차의 중요한
기능 성능 중 하나입니다

사고 회피와 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브레이크의
메커니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1 브레이크에 요구되는 조건
자동차의 동력 성능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수한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마력이 있어도 그 운동 성능을 억제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시스템의 역할은 크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좌우 서스펜션과 연결되어 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지지대입니다.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롤링(좌우 방향의 기욺)을 예방하고 회전 성능을 높입니다.
<브레이크의 조건>
(3) 쇼크 업소버 (Shock absorber)
밸브가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내부에는 점도가 높은 오일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서스펜
션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쇼크 업소버가 신축하면서 흡수하여 불필요한 상하 운동을 억제합니다.

엘프 트럭의 서스펜션은 탄성이 좋아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1)
2)
3)
4)
5)
6)

제동력이 있고 가능한 한 제동 거리가 짧을 것
노면이나 주행 조건이 변화해도 제동력이 안정할 것
적절한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할 것
경보 장치를 장착해서 고장 시에 대한 대처가 충분할 것
페달 위치나 그 유격 등 조작이 쉬울 것
타이어의 록(Lock)을 방지하고 제동 시의 조향 안정성이 좋을 것

자동차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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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브레이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감속, 정지시키는 풋 브레이크,
주차나 정차 시에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주차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나“리타더(Retarder)”와 같은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풋 브레이크에는 드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습니
다. 승용차나 소형 트럭에는 드럼 브레이크, 중/대형 트럭에는
제동력이 우수한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동 방식은 유압식, 공기압식, 공기 유압 복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용 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풋 브레이크라고
불립니다.
드럼과 디스크가 있고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의 종류>
풋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유압식 / 공기압식 / 공기 유압 복합식)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파킹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타이어 허브

디스크

센터 브레이크
휠 파킹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영구 자석식 / 전자기식 / 유체식 등)
리타더

이러한 3가지의 브레이크 중에서
트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것을 적용합니다.

다음에는 각각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패드

드럼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로
껴서 제동하는
구조

캘리퍼

휠 실린더
리턴 스프링

장점
- 디스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성과
속건성이 뛰어나서 고속 시의 제동력이 타고나다
※
- 페이드(Fade) 현상 이 덜 일어난다
단점
- 브레이크 패드가 작기 때문에 마모가 빠르다
- 드럼 브레이크 대비 가격이 높다
※상용 브레이크의 사용 빈도가 증가되면 라이닝
온도가 상승하여 브레이크 페달의 밟은 느낌에
비해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드럼 브레이크
장점
- 디스크 브레이크의 패드에 비해 마찰재의
라이닝 수명이 길다
- 디스크 브레이크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앵커
브레이크슈

드럼 브레이크는
내부에서 제동하는
구조

단점
- 드럼이 물에 젖으면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 너무 자주 브레이크를 밟으면
페이드(Fade) 현상이 일어나 제동력이 저하된다

(표면은 라이닝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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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 브레이크의 작동 방식

휠 파킹 브레이크 (스프링 브레이크)

유압식

오일 탱크

가장 심플한 브레이크 장치이며 유압에 의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 밟는 힘만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제동력
을 높이기 위해 서보(Servo) 장치가 있습니다.

서보
장치
페달
마스터
실린더

주로 대형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주차 브레이크보다도 확실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써 센터 브레이크 대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휠 파킹 브레이크는 차륜을 제동하는 풋 브레이크를 보다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파킹 밸브 조작에 의해 브레이크 체임버의 공기를 배출하며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슈를
작동시켜 강력한 제동력을 만듭니다.

5 보조 브레이크
공기압식
압축한 고압 공기를 에어 탱크 보관하고 공기압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식. 가볍게 밟아도 강력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시스템 전체가 가볍고 작다.

파워 체임버
고압
에어
에어
탱크

배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밸브

배기 브레이크는 엔진 브레이크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보조 브레이크로써 거의 모든 트럭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관 내에 있는 셔터 밸브를 닫아 엔진 내의 배기 압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엔진 제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 유압 복합식
유압식과 공기압식의 이점을 합친 연동 방식.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에는 공기압을 이용하며 브레이크
작동은 응답성이 우수한 유압을 사용합니다. 가볍게 밟아도
우수한 브레이크 제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럭은 차 중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배기 브레이크”나“리타더”와 같은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에는 드럼 브레이크의 라이닝 마모를 저감하며
페이드(Fade)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기 밸브의
셔터 밸브

오일 탱크
오일 파이프

고압
에어
브레이크
밸브

에어
마스터

4 주차 브레이크
주로 소형/중형 트럭의 주차 브레이크에는 변속기와 프로펠러 샤프트의
접속점 가까이에 설치된 센터 브레이크 방식의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와 연동된 브레이크 케이블을 당기면 슈가 드럼에 밀착되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고정시켜 정지합니다.

리타더 (영구 자석 식 리타더)
리타더에는 “늦어지게 하다, 지연시키다”
는 의미가 있어 영구 자석 방식, 전자기 방식,
유체 방식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어도 프로펠러
샤프트의 회전에 직접 부하를 가함으로써
감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류를 발생시켜 반항 자계로 프로펠러
샤프트의 화전을 억제합니다.

센터 브레이크 방식의 구조

주차
브레이크

엘프 트럭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채택되어 있고
제동력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변속기의 뒷쪽에 있음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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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고 예방 안전 기술 & 충돌 안전 기술
ABS (Anti-lock Brake System)
ABS는 브레이크 시의 바퀴 잠김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바퀴의 회전 스피드를 휠 센서가 감지하여
회전 수가 적은 바퀴가 있으면 그 바퀴가 슬립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 제어에 의해 제동력을
제어함으로써 바퀴가 잠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자동차의 기본 성능을 높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고 미연 방지 기술과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사고를 회피하는 기술을
사고 예방 안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ASR (Anti-Spin Regulator)
사고 예방 안전 기술의 주요 기술과 장치
안전기술

사
고
예
방
안
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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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미연
예방
기술

사고
회피
기술

주요 기술 및 장치
앞 유리창의 시계 확대
곡면 사이드 미러 / 열선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시스템 / 음성 알람
후방 반사기
배기 브레이크 / 리타더
자동화 변속기
ABS (Anti-lock Brake system)
ASR (Anti-Spin Regulator)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차간 거리 경보 장치 / 속도 억제 장치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s)

기능
시인성 향상
통행 차량, 보행자에 대한
주의 촉진
뒤 차량에 주의 촉진
브레이크 보조
운행 피로 경감
브레이크 시의 차량 안정성

ASR은 주행 시의 미끄러짐 현상으로부터 차량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출발, 가속 시에 구동륜이 비 구동륜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면 미끄러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브레이크나 엔진 출력을 줄임으로써 미끄러짐을 억제합니다. ABS와 공통의
휠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우의 구동륜에 속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에
의해 제어되고, 양쪽 바퀴가 미끄러지고 있는 경우에는 엔진 출력이 제어됩니다. 주로 중형 급 이상의
트럭에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ASR 비 장착차

ASR 장착차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직진 운행 시의 안정성

운행 안정성
운전 보조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곡선 운행 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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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도로 상태, 차량 속도, 비상 사태 시 급격한 선회,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오버 스티어(강한 후륜 미끄러짐) 또는 언더 스
티어(강한 전륜 미끄러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C가 이러한 종류의 상태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
고 오버 스티어 또는 언더 스티어를 완화하고 차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휠의 브레이크 및 엔진 출력을 제어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충돌 안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충돌 안전 기술에는 충돌 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충돌 시 피해 경감 기술과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는
충돌 후 피해 확대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With ESC

Without ESC

충돌 안전 기술의 주요 기술과 장치
안전기술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차선용 카메라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계기판의 다중 정보 표시(MID) 및 도어 스피커의 부저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차선 인식 카메라

충
돌
안
전
기
술

주요 기술 및 장치
고강성 캡 / 도어 사이드 빔
충격 흡수 스티어링 샤프트 & 휠

충돌 시
피해 경감
SRS 에어백 &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
기술
SRS 에어백 & 로드 리미터 안전 벨트
충돌 후
피해 확대 불연성, 난연성의 소재 사용 (시트 등)
방지 기술
제3자
사이드 가드 / 대형 후방 범퍼
보호

기능
충격 흡수성 향상
생존 공간 확보

화재 방지
말려들기 방지

트럭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다양한 장치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LDWS는 경고 타이밍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차량이 차선과 접촉하면 울림 / 기본: 차량이 차선을
넘으면 울림 / OFF: 시스템 OFF)

빠르게

기본

경고 OFF

SRS 에어백: 운전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보호
SRS 에어백은 정면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순식간에 팽창하여 운전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보호하는 안전 벨트의 보조 장치입니다. 센서(SDM: Sensing and
Diagnostic Module)가 충격을 감지하면 화약이 점화되어 그 가스가 에어백에
보내져 팽창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함부로 에어백이 팽창하지 않게 충격이 적은
경우나 측면 충돌, 차량 후방부의 충돌, 횡전 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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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이어 & 휠

SRS 에어백 &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 시스템
운전석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
SDM

설정 값

충돌

설정 값을
넘는
충격도

점
화
산
호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 장치입니다.
안전 벨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없습니다.

운전석 SRS 에어백

타이어는 차량의 움직임, 정지
회전과 같은 기본 성능을 노면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무겁고 파워플한
트럭의 안전성을 밑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이어&휠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충돌 완화

공기 팽창기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는 충돌 시에 순식간에 벨트를 감음으로써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예방합니다. 또한 에어백의 효과를 유지하는
역할로써 운전자의 얼굴이나 가슴을 스티어링의 강타부터 지키고 에어백
으로 받아주도록 작용합니다. 에어백처럼 충격을 센서가 감지하면 화약이
점화되어 그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벨트를 조여줍니다.

1 타이어 & 휠의 역할
타이어 & 휠은 자동차의 구동, 제동, 회전과 같은 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공기 빠짐을 예방하고 열을 발산시킵니다.
또한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 주행성은 타이어의 성능이나 점검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주행 스타일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타이어와 휠이 선택되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가 지정하는 타이어를 사용해주세요.

로드 리미터 안전 벨트

트럭의 타이어 & 휠은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이 요구된다

로드 리미터 안전 벨트는 충돌 시에 일정량 이상의 힘을 받았을 때에 벨트를
죄는 힘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가슴에 부하되는
과도한 가중을 예방하고 운전자를 안전 벨트의 압박으로부터 지킵니다.

트럭에는 내마모성, 버스트 예방, 펑크 예방과 같은 안전성은 물론, 연비나 적재 능력향상 등 경제성
이 요구됩니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해 소음이나 재활용성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트럭용 타이어와 승용차용 타이어 외경 비교
대형 트럭용 타이어 11R 22.5

사이드 도어 빔

충격 흡수 스티어링 샤프트 & 휠

전방의 충돌 시에 캡 변형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충격
을 뒤로 전함으로써 운전자
의 생존 공간을 확보합니다.

정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샤프트와
휠이 변형함으로써
운전자의 가슴 충격
충돌 전
충돌 후
을 완화시킵니다.
샤프트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휠 끝 부분은
부드러운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용 타이어 198 / 70R 14

630mm

1050mm

고강성 캡
트럭의 캡은 강고한 구조입니다. 충돌 시의 캡 변형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도어의 개폐성을 높입니다.

대형 트럭의 타이어의
중량은 하나에 약 50kg이며
승용차의 약 7배입니다

엘프 트럭은 ABS나 LDWS와 같은 주요 안전 장치는 물론
듀얼 에어백까지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양들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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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드(Tread)의 패턴

2 타이어의 종류
타이어의 종류는 주로 튜브 타이어(Tube tire)와 튜브리스 타이어(Tubeless tire),
그리고 바이어스 타이어(Bias tire)와 래이디얼 타이어(Radial tire)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튜브리스 래이디얼 타이어 입니다.

리브(Rib) 패턴:
원주 방향에 평행하며 세로로 새겨진 홈이 특징. 소음이 적고 편마모를
예방합니다. 또한 주행 안정성, 배수성도 우수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장거리 주행에 적합합니다.

튜브 타이어에서 튜브리스 타이어로
타이어 내부에 고무 튜브를 넣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타입이 튜브 타이어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카커스(Carcass: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안쪽을 고무 이너로 덮어 기밀성을 높임으
로써 타이어 전체의 공기압을 유지합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못 같은 것이 박혀도 급속히 공기가 빠
지지 않고, 또 타이어 내의 공기가 직접 휠과 접하기 때문에 방열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러그(Lug) 패턴:
좌우 가로 방향에 깊이 홈이 새겨진 것이 특징. 견인력, 구동력이
우수하여 비포장 도로 주행에도 적합합니다.

바이어스 타이어에서 래이디얼 타이어로
바이어스 타이어와 래이디얼 타이어는 타이어 내의 카커스 배치가 다릅니다.
카커스가 서로 사선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 바이어스 타이어이고, 승차감이 좋은 반면에 내구성,
회전 시의 접지력이 떨어집니다. 래이디얼 타이어의 카커스는 타이어의 원주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표면에도 보강재인 벨트층이 겹쳐져 있습니다. 발열성이 적고 내구성과 주행 안정
성이 높으면서 연비 효율성도 좋습니다.

리브 러그(Rib&Lug) 패턴:
리브와 러그의 장점을 갖춰 범용성이 넓은 반면에 장거리, 고속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근거리 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록(Block) 패턴:
올 시즌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용 트레드 패턴. 견인력과 제동력이 상당
히 우수합니다.
바이어스 타이어

래이디얼 타이어

대형 트럭의 레이디얼
타이어는 벨트가 4장이나
겹쳐져 있습니다.
(보통 상용차는 2장)

스터드리스(Studless):
빙상에서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합니다. 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겨울용 타이어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립 사인 (마모 한계선)
타이어가 마모되면 트레드 면에 슬립 사인이 나타납니다. 슬립 사인이 나타난
슬립
타이어는 우천 시의 배수성이 저하되어 슬립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인
교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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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튜브리스 래디이얼 타이어는 표기 방식이 거의 통일되어 있지만
트럭의 경우는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표기 예

트럭 스쿨

최근에는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스틸 휠은 가성비가 좋고, 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눈길에 유리하면서 강도도 높습니다.
반대로 알루미늄 휠은 디자인이 자유롭거나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높습니다.

알루미늄 휠은
스틸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무게입니다

스틸 휠

알루미늄 휠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행을 실행하기 위한 약속! (승용차, 상용차 공통)>

운동 성능이나 제동력을 높이는 편평 타이어
편평률이란 타이어 높이와 폭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숫자가 적으면 적을 수록 편평하다는 뜻
입니다. 편평 타이어는 접지면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나 제동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
니다. 또한 트럭에서는 저상화(低床化)에 의한 적재 용적의 확대, 하역작업의 편리화에 기여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해주세요
◎ 정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하여 마모되거나 손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해주세요
◎ 한달에 한번은 공기압을 체크하여 항상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해주세요
※ 공기압이 부족하면…
연비가 안 좋아져 CO2의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주행이 불안정해져 타이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는 트럭의 특장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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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트럭의 분류와 특장
2 차축, 구동축의 종류

트럭은 용도에 따라 차량의 크기나
축수, 구동축, 적재함 등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짐의 종류나 주행 거리,
하역 작업에 맞춘 특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의 분류, 구조,
주요 특장의 특징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1 최대 적재량, 총 중량 등에 의한 분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사이즈에 의해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번호판 등록이나 자동차검사 등은 이를 따른 것입니다.

트럭은 도로 보전의 관점에서 “도로법”이나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축하중은 10톤 미만, 윤하중은 5톤 미만 등 자세히 중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 트럭은 차량 총 중량을 복수 차축으로 분산하여 지지할 수 있게
주로 3축이나 4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형, 중형 트럭은 일반적으로 2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량에 관한 제한>
대형 트럭의 차량 총 중량은 원칙적으로 40톤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축에 부하되는 중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윤하중: 5톤미만

■ 축하중: 10톤미만

<자동차의 중량 계산>
차량 중량 = 섀시 중량 + 적재함 중량
차량 총 중량 = 섀시 중량 + 특장물 중량 + 인원 중량 + 최대 적재량
※인원 중량 = 승차 정원 x 65kg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분 (경형 제외)
규모
소형
중형

분류 기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②1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 차축의 구조는 “전륜 수×구동륜 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8×4인 경우 전륜은 8개, 구동륜은 4개입니다.
그림의 검은색 바퀴는 구동륜을 나타낸 것입니다.
4×2 (전 1축, 후 1축 / 후 1축 구동)
일반적인 후륜 구동이며 회전성이 좋습니다. GVW 16톤, 적재 8톤
급까지의 소형, 중형 트럭의 표준적인 구동 방식.

4×4 (전 1축, 후 1축 / 전후 축 구동)
전륜이 구동하는 4륜 구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형, 중형 트럭이나 대형
제설차에 사용된다.
6×2 (전 1축, 후 2축 / 후 1축 구동)
가볍기 때문에 적재성과 연비가 좋아서 GVW 20~23톤,
적재량 11~15톤 급의 대형 트럭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구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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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 2축, 후 1축 / 후 1축 구동)

캡

우수한 직진 안정성에 의해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 수송에
적합합니다. GVW 20~23톤, 적재량 11~15톤 급의 대형
트럭에(카고, 탱크로리 등)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캡은 엄격한 보안 규제나 좁은 도로 사정 때문에 운전석 아래에 엔진을 장착하는 캡오버형이
주류입니다. 캡오버형은 적재성, 조향성이 우수한 이점이 있습니다. 캡은 표준 캡 뿐만 아니라 와이드
캡, 하이 루프 캡, 숏 캡 등이 있습니다.
앞면

6×4 (전 1축, 후 2축 / 후 2축 구동)
강한 접지력이 필요한 험한 길이나 눈길 주행에 적합합니다.
GVW 20~25톤, 적재량 11~15톤 급의 대형 트럭(카고, 덤프,
믹서 등)에 많은 방식입니다.

옆면

표준 캡

와이드 캡

6×6 (전 1축, 후 2축 / 전후 축 구동)
6륜 모두가 구동. 가혹한 주행 조건에서도 힘찬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제설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캡 /
표준 루프

숏캡 /
표준 루프

풀캡 /
하이 루프

숏캡 /
최대 루프

8×4 (전 2축, 후 2축 / 후 2축 구동)
편평 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차고를 낮게 하며 적재함 용적
을 확보합니다. 경량이지만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하는 GVW
20~15톤, 적재량 11~15통 급의 대형 트럭(일반 탑차, 윙바
디 등)에 많습니다.

4 주요 트럭 특장
흔히 보이는 카고, 내장 탑차, 냉동 탑차 등은 모두 일반 화물 운반용 트럭에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덤프나 믹서, 탱크로리와 같은 특정 물건을 운반하는 특장차도 있고
트럭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특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장은 모두 전문 특장 제조 업체에서 만듭니다.

3 기타 종류
트럭은 단순히 그 크기나 중량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트럭이라도 적재함 길이 및 탑재된 엔진이 다른 고객의 수요에 맞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고
프레임과 적재함 길이
트럭의 프레임은 캡, 엔진, 파워 트레인, 배터리, 연료 탱크, 특장 등이 장착되는 중요한 뼈대입니다.
프레임은 섀시 완성 후 바디 제조사가 다양한 특장을 올릴 수 있게 심플한 H형의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프레임도 길어집니다.
에어탱크 일체형 배터리

타이어

섀시에 데크를 장착한 가장 인기가 많고 심플한 트럭입니다.
적재함 소재는 목재, 철재, 알루미늄재 등이 있으며 주변을 둘러싸는 부분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범용성이 넓고 적재성이 우수하며 소형 부터 대형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특장입니다.

루프 케리어
프론트 가이드 프레임

프레임
사이드 게이트
쿠션 고무
적재함 발판
사이드 가드
리어 게이트 스토퍼
리어 펜더
리어 게이트
쿠션 고무

연료 탱크

캡
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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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샤프트

사이드 게이트 판
로프 홀

바닥
리어 게이트
잠금장치

리어 범퍼

리어 게이트

리어 게이트
스토퍼
리어 게이트
잠금장치 핸들

28

부록: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트럭 스쿨

내장 탑차 (밴)
내장 탑차는 박스형으로 작업한 트럭을 말하며 적재물을 비나 먼지, 햇빛으로부터 지키는 것과 동시
에 주행 중의 물건 낙하도 방지합니다. 또 최근에는 냉장, 냉동 탑차 등의 발달에 의해 온도 유지가
중요한 식품 운반에도 꼭 필요한 운송 수단이 되었습니다.
벤치 레이터
렛싱 레일
(벨트를 사용하여
짐 무너짐 예방)
내장 후크
사이드 도어

실내 등
내부 소재 (적재물에 맞춰 선택)
루프 판넬

시동을 걸면 약 10초 동안 엔진회전수(RPM)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차하실 때에는 정지 후 바로 엔진을 끄지 마시고
약 30초 기다렸다가 엔진을 꺼주세요.

리어 도어 판넬

외판
바닥

비상용 부져 스위치
실내등 스위치
도어 핸들

사이드 가드

잠금 장치

리어 펜더
머드 플랩

리어 범퍼

덤프
덤프는 특장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특징은 유압으로 적재함(주로 철
판)을 기울여 운반해온 모래 등을 사람 손을 쓰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점입니다.
작업등
프론트 데크
(중, 대형 덤프)

자동 개폐 시트

프로텍터 사자리
캡 사다리
(중, 대형 덤프)
백 넘버
(대형 덤프)
발판
머드 플랩
연료 탱크
사이드 가드

툴박스

특장 트럭에는
믹서, 탱크로리,
쓰레기 수거차, 제설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타이어등

스페어타이어 캐리어

- 트럭 스쿨 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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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트럭 수동(M) 모드 사용법

DPD 수동 재생 사용 방법
엘프 트럭은 DPD 필터에 PM(매연)이 기준치 이상 축적되면 PM을 자동으로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수동 재생”을 실행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혹은 산길에서 주행할 때에는
보다 안전하고 연비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수동(M) 변속 기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방법

오르막길
언덕에서는 수동(M) 변속 모드를 사용해주세요

(1) 차량 운행 중 DPD 필터에 PM(매연)이 기준치 이상 축적되어 계기판에 황색 경고등이 점등되면
DPD 수동 재생을 해야 합니다.
(2) 먼저 마른 잔디나 휴지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실외에 차량을 세워주세요
(3) 엔진은 끄지 마시고,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세요
(4) 차량에 PTO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PTO 작동을 중지해주세요
차량을 움직이면
수동 재생이
(5) DPD 스위치를 5초간 누르고, 계기판에“PUSH DPD SWITCH”메시지가 표시되면 DPD중단됩니다
스위치를 다시 1~2초 눌러주세요
(6)“PUSH DPD SWITCH”메시지가 “MANUAL REGEN”메시지로 바뀌고,
엔진 회전수가 자동으로 높아지면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7) 재생하는 동안 차량을 떠나지 마세요 (*재생은 약 20~30 분 정도 소요됩니다)
(8) “MANUAL REGEN”메시지가 사라지고 DPD PM 축적 수준 표시가 나타나면 재생이 완료된 것입니다

수동(M) 변속 모드로 변경하면 계기판에 "D" 표시가 없어지고,
수동 변속 모드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진에 높은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미리 저단으로 변속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회
1단씩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면...

고단으로 기어 변속시에는 +로,
저단으로 기어 변속시에는 -로 레버를 움직입니다.
차량 속도 및 엔진 회전수(rpm)에 맞게 기어를 변속해주세요.
※ 부적절한 기어로 주행하면 변속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등

★ 엔진 회전수(rpm)가 최대 허용 회전수에 도달하기 전
기어를 +로 한 단 올리세요!
★ 수동 모드에서 부적절한 기어가 선택된 경우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한 후
변속기가 자동으로 적합한 기어(저단)로 변속됩니다.

경
고
등

황색 점등

실
행

DPD PM 축적
수준 표시 점등

MANUAL REGEN
메지시 점등

DPD
스위치
재
생

완
료

DPD
스위치

재생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엔진 점검 경고등
이
점등되고 출력 제한이 걸립니다

* 수동 재생 요청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의 예:
저속 주행이 잦은 운행, 긴 내리막길 운행, 악셀 페달 ON/OFF가 많은 운행,
PTO 사용이 많은 운행 등

3단 이상의 기어에서 정지 시, 2단 기어로 자동 변속됩니다.
그러나 출발 후에는 자동 변속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기어 레버를 +로 올리거나 드라이브(D)에 위치시켜주세요.

추천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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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에 DPD PM 축적 수준이 6칸 중 4칸 이상이 채워진 상태가 될 때
위와 같은 실행 방법으로 DPD 수동 재생을 실행하면 보다 안전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리막길 주행 시 주의점

・ 내리막길에서 중립 모드(N)로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중립 모드 사용 시 AMT가 손상될 수 있음)
・ 배기 브레이크를 활용해주세요.
・ 엔진이 과회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후진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 후진 시 정지 거리는 전진 시 정지 거리보다 길며,
이때 조향 응답성이 더 떨어집니다.
・ 차량을 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도록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서서히 운전해주세요.

경고등이 점등되기 전에 재생

이 그림처럼 L과 H의 중간까지 칸이 채워지면
DPD 스위치를 눌러서 수동 재생시켜주세요!

작동: 레버를 운전자
방양으로 당깁니다
주의 사항

배기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 재생 중에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재생을 실시해주세요,
・ 재생 중의 배기 가스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머플러, DPD 및 배기관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마세요.
・ 재생에 필요한 시간은 외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 재생 중에는 소리가 나지만 고장이 아닙니다.
・ 운전 직후 엔진이 식기 전에 실시하면 보다 빨리 재생이 완료됩니다.
・ 재생 중에는 엔진 냉각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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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량 점검 방법

오일량이 오일 딥스틱의 “검사 최대”표시를 넘어선다면
엔진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량이 “검사 최대” 표시를 초과한다면 오일을 교체해야 함으로
이스즈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점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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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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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액 점검 방법

에어컨 벨트 점검 방법

엘프 트럭의 배터리는 증류수 보충 타입 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배터리액을 점검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배터리액 확인 방법 및 보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프 트럭에는 엔진 구동용 팬벨트와 에어컨 전용 V 벨트, 총 두 가지 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 중 에어컨 벨트에서의 소음 발생이 의심되면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어 텐셔너로 장력을 조절해주세요.

원인

셀 뚜껑을 열어 전액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에어컨 벨트 소음 원인은?
베어링

작업하시기 전에 미리 (-)단자를 분리시켜주세요

에어컨 벨트는 베어링과 고무 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무 벨트는 주행하다 보면 늘어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옆면

<사용전>
배터리 옆면에 배터리액 양을 알 수 있는
눈금선이 있습니다.
MAX 최상점(위)과 MIN 최저점(아래) 사이에
배터리 전액이 있으면 정상입니다.
셀 구멍 위에서 손전등으로 비춰보면 배터리
전액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이 부족한 경우 최상점까지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고무 벨트

<일정 기간 사용후>

MAX: 전액 최상점
MIN: 전액 최저점

증류수 or 정제수를 보충해주세요

보통 차량용 배터리액으로 증류수를 이용하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제수도 증류수와 기능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제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자동차 용품점이나 정비 공장에 배치되어 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류수, 정제수는 통상적으로 1L에 1,000~2,000원 내외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물질

장력
조절

이스즈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에어컨 벨트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먼저 이스즈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아래 그림 중
3, 텐션 풀리 잠금 너트와 4. 텐션 풀리 조절 볼트 부분의 조절(텐셔너 장력 조절)을 요청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소음이 발생된다면 에어컨 벨트 수명이 끝났다는 의미이므로 벨트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에어컨 벨트는 교환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만km 마다 점검 혹은
오일 교환 주기에 맞춰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벨트 구성 부품>
1. 에어컨 컴프레셔

3개
3개

셀
총 12개

3개

2. 에어컨 컴프레서 구동 벨트
3. 텐션 풀리 잠금 너트
4. 텐션 풀리 조절 볼트

3개

5. 냉각 팬 벨트
6. 발전기

▶ 배터리 셀(12개)을 모두 열어 전액 상태를 확인하면서 배터리액을 보충해주세요.
보충 시 주변에 묻은 증류수는 녹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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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부록: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바퀴 빠짐 사고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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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즈 판매영업소

하기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딜러명

지역

전화번호

㈜오토벤쳐

고양

031-927-92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195

화성

031-366-159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회화로 183-50, 3층

수원

031-295-2992

큐모터스㈜

서부지점
㈜세아모터스
씨엘리

㈜북부모터스

STEP
1

STEP
2

STEP
3

신영기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28, 2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86,

용인

031-322-1667

인천 계양구

032-362-1667

인천 미추홀구

032-874-4450

부천

032-555-5373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94번길 46, 2층

대전

042-477-4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28번길 20, 우미빌딩 5층

피티모터스㈜

INH 모터스㈜

주소

용호빌딩 40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D동 111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중앙 법조빌딩 202호

천안

041-563-976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92, 한성특장냉동

청주

043-292-4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 4길 5

김포

031-985-5133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14 (사우동), 2층

원주

033-747-3589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13 (원주비즈센터), 311호

남양주

031-595-871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705 (일패동), 2층

의정부

031-595-8711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33

대구

053-588-9889

부산

051-832-9889

울산/포항

054-282-1900

창원/진주

055-586-1042

제주

064-758-9889

광주

062-959-6363

전주

080-890-858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 (GS주유소), 2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45번길 26
(한일정비 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21, 204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413 (고룡동 1018번지)
3층, 302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62, 2층

고객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안내 080-890-8585
이스즈 공식 홈페이지 http://www.isuzukorea.com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이스즈트럭” 검색

친구 추가 아이콘 터치

친구 추가 안내창에서
“확인” 버튼 터치

20.03

이스즈 서비스 네트워크

하기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명

지역

전화번호

주소

아이비오토테크

인천 중구

032-888-166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

명진자동차

고양

031-977-00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63

자일 일산센터

일산

031-994-14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8

자일 분당센터

분당

031-780-65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57

스카이모터스

김포

031-998-5809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40-1

오일타운

수원

031-222-87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21

광명자동차공업

용인

031-322-497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90

삼성특장

화성

031-366-3667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회화로 183-50

포천자동차검사소

포천

031-544-443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 19

순호공업사

원주

033-747-3300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07

대전종합모터스

대전 대덕구

042-935-21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 2길 29

조선모터스

당진

041-352-302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872-40

문래자동차공업

천안

041-552-643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56

일급서울정비공업사

청주

043-234-1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4길 5

한결공업사

단양

043-421-3309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67

극동오토모빌스(BMI)

광주

062-959-98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66

유로오토

김제

063-545-6660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북부모터스

왜관

054-971-9889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1937

신항자동차

부산 신항

051-831-4500

동국자동차정비공업

부산 남구

051-621-669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대산복로 32

한일공업사

포항

054-285-25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45번길 26

칠성1급종합정비

함안

055-586-1042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219

경일자동차공업사

제주

064-742-58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86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경정비 서비스센터 (판금, 도장은 제외)
대한카센타

인천 서구

032-568-644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01번길 14

상선자동차공업사

남양주

031-569-013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4-4

이진선모터스

서평택

031-686-9876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234-9

INH모터스

대전 유성구

042-541-4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28번안길 35

안동종합정비

안동

054-821-511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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