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40여개국 

중소형 트럭 시장점유율 1위! 

전세계가 인정하는 

이스즈의 품질과 명성

이제, 당신이 경험할 차례입니다





동급 최강 파워 엔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듀얼 에어백 전후방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의 뛰어난 제동력

알루미늄 후방 범퍼

넓은시야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LDWS)

경고 타이밍 모드

경고 OFF

기본

빠르게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ABS)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ASR)



도시와 도시를 잇는 
ELF 라이프!
비지니스에서 생활까지, 도시의 낮과 밤,
골목과 대로, 트럭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력적인 일상을 선사합니다









ELF 주요 편의장치 





초장축 
(축거:4,475mm)

장축 
(축거:3,815mm)

단축 
(축거:3,365mm)

주요제원

구 분 단축 장축 초장축

1,680

1,650

4HK1-TCS 4기통 

5,193

190/2,600

52/1,600

100

디스크 브레이크

215/75R17.5 

215/75R17.5(D)

380

축간거리 (mm)

엔진

배기량 (cc)

최고 출력 (ps/rpm)

최대 토크 (kg∙m/rpm)

연료탱크 용량 (ℓ)

브레이크 (전∙후)

장

폭

고

전

후

적재함
(mm)

윤거

(mm)

전

후
타이어

우드
6,135

우드
2,180

우드
2,070

우드/스틸평폭/스틸광폭
6,810/6,770/6,815

우드/스틸평폭/스틸광폭
2,180/2,170/2,370

우드/스틸평폭/스틸광폭
2,070/2,110/2,310

우드/스틸광폭
7,765/7,820

우드/스틸광폭
2,180/2,375

우드/스틸광폭
2,070/2,310

우드/스틸광폭
3,500/3,300

2,260

4,275 4,950 5,930

2,245 2,260

3,365

3,500

3,815 4,475

MT (수동6단)/AMT (자동화6단)변속기 타입

ELF 3.5톤 모델명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최대 적재량 (kg)



이스즈 서비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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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의 사양 및 제원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센터 지 역 전화번호 주 소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경상 

부산 

전라 

강원 

제주 

이스즈 인천 직영정비센터

아이비오토테크

대한카센타

명진자동차

자일일산서비스

스카이모터스

코스모자동차공업사

오일타운

광명자동차공업

포천자동차검사소

삼성특장

대전종합모터스

일급서울정비공업사

한결공업사

조선모터스

털보카모터스

G&B모터스 왜관

안동종합정비

양산종합정비공장

칠성1급종합정비

신항자동차

유로오토

극동오토모빌스

오성모터스

진영공업사

순호자동차공업사

금호정비서비스

032 - 710 - 0244

032 - 888 - 1662

032 - 568 - 6447

031 - 977 - 0030

031 - 994 - 1439

031 - 998 - 5809

031 - 566 - 2222

031 - 222 - 8780

031 - 322 - 4976

031 - 544 - 4433

031 - 366 - 3667

042 - 935 - 2113

043 - 234 - 1900

043 - 421 - 3309

041 - 352 - 3020

041 - 576 - 3407

054 - 973 - 9934

054 - 821 - 5113

055 - 366 - 4972

055 - 586 - 1042

051 - 831 - 4500

063 - 545 - 6660

062 - 959 - 9855

061 - 681 - 0811

033 - 653 - 1503

033 - 747 - 3300

064 - 799 - 439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01번길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6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8 (덕이동)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40, 940 -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7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2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9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19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회화로 18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 2길 2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4길 5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67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872-4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0길 69-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887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로 1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3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219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66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876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34번안길 12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505

경정비 서비스센터 (판금, 도장은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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