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터보차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비/관리가 필요합니다

터보차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비/관리가 필요합니다

터보차저는 좋은 연비/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주행 거리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부품 마모 또는 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터보차저 역시 일상 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 및 관리, 오버홀(교환)을 해야 합니다.

일상 운행 점검 시 포인트
★엔진오일량, 오염, 점도, 누유
★냉각수량, 오면 농도, 누유
★에어클리너 막힘, 오염, 파손

터보 점검 시 포인트
★오일 누유
★회전 상태 (회전 중에 이상한 소리 발생 유무)
★웨스트게이트, 가변 노즐의 링크 라인의 마모
★터빈 샤프트의 상태

● 웨스트게이트: 배기가스의 일부를 터빈의 상류에서 하류로 우회시키는 장치 
● 가변 노즐: 터빈에 들어가는 배기가스의 흐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장치

터보차저에 도움이 되는 운전 방법
・ 수온계의 지침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엔진을 고속 회전시키거나 갑작스러운 가속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적인 운행을 주의하시고 특히 갑작스러운 가속/감속이나 그린존을 무시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후, 특히 등판이나 고속 주행 후에는 엔진을 공회전하고 터보차저를 식힌 후에 엔진을 정지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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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차저의 역할은?
터보차저는 흡입공기를 압축하여 공기 밀도를 높임으로써
연소 효율을 높이고 엔진 성능(마력, 토크/연비)을 향상시킵니다,

● 터보차저가 왜 마모/열화 되는지?
터보차저는 배기가스를 동력원으로 하여 터빈을 매분 약 1만~10만회 
고속 회전시키기 때문에 고온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터보차저의 
내부 부품은 마모/열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활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엔진 오일 역시 열화 될 수 있습니다.

● 마모/열화된 터보차저를 그대로 사용하면..
터빈 샤프트나 흘로팅메탈(베어링), 컴프레서휠 등의 마모/열화로 
이어져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엔진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파편이 흡입공기와 같이 엔진 내부로 진입하여 엔진 자체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에어클리너 상태가 왜 터보차저 열화에 영향을 주나요?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터보차저가 충분한 공기를 흡입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압축하는 공기 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터보차저 회전수가 
높아져 열화가 진행됩니다.

이스즈 콜센터 / 시승 문의: 080-890-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