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즈 포워드 트럭 소모품 및 부품 점검・교환주기

이스즈 콜센터 080-890-8585 / 공식 홈페이지 www.이스즈.com

※ 위 표 내용은 모든 점검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취급설명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 오일류 및 부품은 ISUZU 지정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 가혹 조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품질보증서의 "가혹 조건에서 작동 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품목 점검・교환주기

엔진 오일 (오일 필터 포함)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1차 연료 필터

2차 연료 필터

엔진 냉각수

변속기 오일

Smoother 오일

Smoother 오일 필터

디퍼런셜 기어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엔진 오일 세퍼레이터

AdBlue®(요소수) 필터

에어 드라이어 건조제, 필터 및 고무 부품

브레이크 익스펜더 

ABS 모듈레이터

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밸브

브레이크 챔버의 고무 부품 

브레이크 챔버 피기백

매 22,000km 또는 6개월 교환

매 44,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44,000km 또는 9개월 교환

매 44,000km 또는 9개월 교환

매 12개월 점검 / 24개월 교환

매 3개월 점검 / 매 55,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3개월 점검 / 매 55,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110,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3개월 점검 / 매 50,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3개월 점검 / 매 55,000km 또는 15개월 교환

매 12개월 교환

매 88,000km 교환

매 88,000km 또는 12개월 교환

매 12개월 점검 / 36개월 오버홀

매 24개월 교환

매 24개월 교환

매 24개월 교환

매 36개월 교환

품목 점검・교환주기

밸브 간극

팬 벨트 장력과 손상

터보차저와 에어덕트 사이 연결 및 가스켓

배기 압력 및 DPD 필터

배터리액 레벨 및 비중

전/후 휠 허브 베어링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및 슬라이딩 요크

스티어링 샤프트 슬라이딩 슬리브 및
클러치 부스터 조인트 핀 (수동)

전/후 스프링 핀 및 섀클 핀, 킹핀

프로펠러 샤프트 센터 베어링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에어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의 손상/누출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부품

에어 드라이어, 조속기 및 언로더 밸브 기능

리프 스프링 U볼트 및 너트

쇽 업쇼버 오일 누출/상태

매 44,000km 또는 12개월 조정

매 11,000km 또는 3개월 점검

매 11,000km 또는 3개월 점검

매 99,000km 또는 12개월 점검 및 청소

매 33,000km 또는 9개월 점검

매 55,000km 또는 15개월 그리스 주입

매 5,500km 또는 1개월 그리스 주입

매 5,500km 또는 1개월 그리스 주입

매 5,500km 또는 1개월 그리스 주입

매 44,000km 또는 12개월 그리스 주입

매 11,000km 또는 3개월 점검

매 5,500km 또는 3개월 점검

매 11,000km 또는 3개월 점검

매 44,000km 또는 15개월 점검

매 44,000km 또는 15개월 조임

매 22,000km 또는 9개월 점검

※ 위 표 내용은 모든 점검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취급설명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 오일류 및 부품은 ISUZU 지정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 가혹 조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품질보증서의 "가혹 조건에서 작동 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엔진 오일 (오일 필터 포함)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1차 연료 필터

2차 연료 필터

엔진 냉각수

클러치 오일 (수동)

변속기 오일

Smoother 오일

Smoother 오일 필터

디퍼런셜 기어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AdBlue®(요소수) 필터

전/후 휠 허브 베어링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및
슬라이딩 슬리브 (4곳)

프로펠러샤프트 센터 베어링

킹핀 (4곳)

밸브 간극

팬 벨트 장력과 손상 점검

배기 압력 및 DPD 필터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오일 누출

주차 브레이크 슈 라이닝/드럼의 마모 또는 손상

쇽 업쇼버 오일 누출/상태

에어컨 필터 상태 (내기/외기 2EA)

배터리액 레벨 및 비중

품목

매 20,000km 또는 12개월 (가혹 조건: 매 10,000km)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40,000km 또는 12개월 교환

매 40,000km 또는 12개월 교환

매 12개월 점검 / 매 24개월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80,000km 교환 (가혹 조건: 매 40,000km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10,000km 점검 /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교환

매 200,000km 교환

매 40,000km 또는 24개월 그리스 주입

매 20,000km 또는 12개월 그리스 주입

매 20,000km 또는 12개월 그리스 주입

매 10,000km 또는 6개월 그리스 주입

매 40,000km 또는 12개월 조정

매 10,000km 또는 6개월 점검

매 100,000km 또는 12개월 점검 및 청소

매 10,000km 또는 6개월 점검

매 40,000km 또는 24개월 점검

매 10,000km 또는 6개월 점검

매 20,000km 또는 6개월 점검 및 청소

매 10,000km 또는 6개월 점검

점검・교환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