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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즈 인천 직영정비센터

아이비오토테크

032 - 710 - 0244

032 - 888 - 166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

명진자동차

자일일산서비스

스카이모터스

오일타운

광명자동차공업

1급성신자동차 031 - 765 - 784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포천자동차검사소

삼성특장

파주자동차

동양공업사 (서비스 개시 예정)

(서비스 개시 예정)라온엔진

031 - 946 - 1240

031 - 863 - 7770

031 - 354 - 0986

대전종합모터스

일급서울정비공업사

한결공업사

조선모터스

G&B CV

유로오토

극동오토모빌스

지상모터스

진영공업사

순호자동차공업사

금호정비서비스

031 - 977 - 0030

031 - 994 - 1439

031 - 998 - 5809

031 - 566 - 2222

031 - 222 - 8780

031 - 322 - 4975

031 - 544 - 4433

031 - 366 - 3667

042 - 935 - 2113

043 - 234 - 1900

043 - 421 - 3309

041 - 352 - 3020

041 - 576 - 3407

054 - 973 - 9934

063 - 545 - 6660

062 - 959 - 9855

033 - 653 - 1503

033 - 747 - 3300

064 - 799 - 4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6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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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면 부곡리 68-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0길 69-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887

칠성1급종합정비 055 - 586 - 1042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219

신항자동차 051 - 831 - 4500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66

061 - 333 - 9001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길 7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34번안길 12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505

털보카모터스★

부산카부분정비 055 - 385 - 4597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75★

코스모자동차공업사★

형제정비 055 - 342 - 510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54

315-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63-2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780-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70번길 178

054 - 436 - 8811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길 190황악정비센타

052 - 265 - 25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신정1급종합정비 온산로 656



공식 홈페이지 www.이스즈.com 고객센터 080-890-8585

헬스 리포트는 Mimamori(미마모리) 데이터에 축적된
차량 정보를 통해 '차량 운행 유형', '연비 데이터',

'DPD 재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팁을 제공해드립니다.

헬스 리포트는 이스즈 서비스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시 헬스 리포트를 요청하시면 진행해드립니다.
(헬스 리포트 결과에 따라 정비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헬스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헬스 리포트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이스즈 주요 온라인 채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채널

TALK

'이스즈트럭'

이스즈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스즈'로 검색하여 채널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