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 패드는 주행 환경 및 습관 등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이 필수 입니다.

브레이크 오일량 점검을 통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해주세요.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이 점멸 됩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ISUZU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주세요.

④단계 - 브레이크 패드 마모 과다
(오일 수위: 보충 라인 이하)

③단계 - 브레이크 패드 마모 의심
(오일 수위: 최대~보충 라인의 1/2 이하)

브레이크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은 점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점멸되지 않더라도 ISUZU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브레이크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단계 - 브레이크 패드 점검 필요
(오일 수위: 최대~보충 라인의 1/2)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오일량 
감소를 의심해야 하는 단계 입니다. 
ISUZU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브레이크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타이어 분해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엘프 트럭 관리법>
더 많은 관리법 알아보기▶

브레이크 오일은 사용 중 브레이크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누유 또는
브레이크 마모로 인해 용량이 점차 줄어듭니다.
따라서 급격한 브레이크 오일량 감소는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ISUZU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브레이크 점검을 받으세요.

브레이크 오일량 자가 점검 방법

운전석 측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있는 검사 커버를 손가락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보조 탱크의“최대”라인과“보충”라인을 참고하여 오일 수위를 확인 합니다.
오일 표면을 쉽게 볼 수 없다면 차량을 가볍게 흔들어 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위의 ②단계 이후처럼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 브레이크 제동 및
타 부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모가 진행되면 브레이크 작동 시 
쇳소리 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오일량 점검을 통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해주세요!

또는 브레이크 점검 시기(10,000km / 가혹조건 5,000km)에 맞춰 
ISUZU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정기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가혹 조건: 1. 자주 멈췄다 출발하는 운행 2. 거친 산, 오르막길에서의 운행
                3. 먼지가 많은 곳에서의 운행 4. 설원이나 해안 도로에서의 운행

①단계 - 정상
(오일 수위: 최대 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