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본 취급설명서  

사용 방법 및 특정 주제 찾기

● 본 취급설명서 사용 방법 0-2

● 특정 주제 찾기 0-3

● 장 설명 0-5

● 그림 색인 0-7

● 경고 / 표시등 0-14

● 경고 / 주의 라벨 0-20



이 기호가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고객과 다른 사람의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차량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고 고객과 다른 사람의 심
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차량을 작동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 취급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도 사용됩니다.

•  : 옵션사양(이 기호가 있는 장치가 차량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수동 변속기 모델

•  :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이 기호가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차량의 고장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상이나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사용되는 기호



본 취급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어 관련 장치

ABS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

ACEA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

API 미국 석유 협회

ASR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BS 영국 표준

DIN 독일 산업 표준

DPD 디젤 매연 저감장치

EBD 전자식 제동력 분산 장치

ECE 유럽 경제 위원회

EGR 배기 가스 재순환

ELR 비상장금 및 장금해제(3점 시스템 안전벨트)

ESC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FMVSS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GVM 차량 총 질량

JASO 일본 자동차 표준 기구

LDWS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M/T 수동 변속기

MID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PM 매연

PTO 동력 인출 장치

r/min 분당 회전수

SAE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

SCR 선택적 촉매 저감장치

SRS 보조 안전 시스템

SVS 즉시 차량 정비 요망

UN 국제 연합

VDA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

VIN 차대번호

약어



2-15중요한 정보

어린이 동반

어린이와 함께 안전벨트 사용

본 차량의 안전 벨트는 성인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 벨트가 아동의 목이나 
턱에 닿거나 엉덩이를 가로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을 사용합니다. 안전 벨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충돌 발생 시 아동의 
복부에 강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 아동은 
아동용 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중앙 좌석에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동승석에 에어백이 있다면 후향식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이 후방을 
향하면 동승석 에어백이 전개될 때 아동용 좌석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아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적합한 유형의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과 이 좌석의 적합한 설치 

방법은 아동의 체중과 키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아동용 좌석은 그 모양에 따라 올바르게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맞는 아동용 좌석을 사용하십시오.

* 자세한 설명은 유아용 좌석, 아동용 좌석 또는 청소년용 좌석과 함께 제공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안전 벨트 → 3-30 페이지 참조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남겨두지 마십시오

차량을 떠날 때는 어린이와 함께 떠나

십시오. 실내에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면 

어린이가 이것저것을 만져 차량 이동, 

화재 또는 기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에 의해 실내가 가열되면 

실내가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

기호

이 기호의 의미는 앞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페이지 

참고: 이 페이지는 예시일 뿐이며, 특정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본 취급설명서에서 현재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읽을 필요가 

있는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있는 모든 수치는 우선 국제 단위계(SI 단위)에 따라 표시됩니다.

장/단원 제목 장 색인 탭
이를 통해 원하는 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목차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경고

참고

경고

주의경고

위험

참고권장사항

0-2 본 취급설명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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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참고

경고

주의경고

위험

참고권장사항

0-3특정 주제 찾기

그림 색인 이용 
  페이지 0-6 ~ 0-13 그림 색인

정보가 필요한 스위치나 기타 장치의 명칭을 모른

다면 그림 색인을 이용해 색인이 나타내는 페이지

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치 명칭 이용 
 페이지 10-1 ~ 10-3 색인

정보가 필요한 스위치나 기타 장치의 명칭을 알고 
있다면 본 취급설명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색인

을 이용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단원 제목 이용

   페이지 0-5
장 설명 아래에 있는 일반 목차, 장 색인 및/또는 
각 장의 첫 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이용해 특정 주
제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고/표시등 색인 이용 
  페이지 0-14 ~ 0-19 경고/표시등 색인 

경고등이나 표시등이 켜지면 경고/표시등 색인을 
통해 해당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페이지 8-2 ~ 8-51
비상 시의 경우 



0-4 특정 주제 찾기



0-5장 설명

그림 색인 .........................................................................0-7

차량 정보 ............................................................................ 1

중요한 정보  ........................................................................ 2
차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어, 윈도우 및 좌석 ............................................................ 3
도어, 윈도우 및 연료 주입구 캡을 올바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미러 

및 좌석을 조정하는 방법과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제어 장치 및 기기 ................................................................ 4
엔진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는 방법, 다양한 제어 장치와 기기, Smoother와 같은 

특수 장치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편안함과 편리함  ................................................................. 5
오디오 시스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리고 기타 편의/안락 기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전하고 부드러운 작동에 관한 요령 ...................................... 6
다양한 조건과 여러 계절에서 차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 7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 내용과 더불어 

기타 차량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상 시의 경우 .................................................................... 8
발생 가능한 비상 시를 알려주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데이터 ......................................................................... 9

색인 ................................................................................. 10



0-6 장 설명



번호 장치

1 송풍 방향 제어 레버

2   작은 물품 보관용 포켓

3   히터/수동 에어컨

4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앞유리 와이퍼 및 앞유리 워셔 스위치

5 콤비네이션 램프 제어 스위치

6   공회전 제어 노브

번호 장치

7 시가 라이터

8 카드 홀더

9 후크

10   컵 홀더

11 릴레이 박스

12
  동승석 SRS 에어백

  글로브 박스

13 앞유리 워셔액 탱크

0-7그림 색인그림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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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17

15

8

번호 장치

1   우측 후방 윈도우

2   후방 윈도우 잠금 스위치

3   좌측 후방 윈도우 스위치

4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5 계기, 경고등 및 표시등

6 ESC OFF 스위치

7 전방 안개등 스위치

8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9
혼 버튼

운전석 SRS 에어백

번호 장치

10 DPD 스위치

11   미러 히터 스위치

12   원격 제어식 미러 스위치

13 LDWS 스위치

14   Smoother 조정 스위치

15   Smoother 비상 스위치

16 비상등 스위치

17 예열 스위치

0-8 그림 색인

PTO 미장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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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번호 장치

1   우측 후방 윈도우 스위치

2   후방 윈도우 잠금 스위치

3   좌측 후방 윈도우 스위치

4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5 계기, 경고등 및 표시등

6 ESC OFF 스위치

7 전방 안개등 스위치

8   PTO 레버

9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10
혼 버튼

운전석 SRS 에어백

번호 장치

11 DPD 스위치

12   미러 히터 스위치

13   원격 제어식 미러 스위치

14   PTO 스위치

15   LDWS 스위치

16   Smoother 조정 스위치

17   Smoother 비상 스위치

18 비상등 스위치

19 예열 스위치

0-9그림 색인

PTO 장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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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치

1   옷걸이 후크

2 안전 벨트

3 실내등

4   상단 수납함

5 선바이저

6   차선 인식 카메라

7 실내 미러

8 좌석 등받이 포켓(운전석)

번호 장치

9 후면 패널 트레이(보관함)

10 좌석

11 주차 브레이크 레버

12 기어 변속 레버

13 틸트/텔레스코픽 조향핸들

0-10 그림 색인



1234

13 12 11 10 9

67 5

8

번호 장치

1 실외 후방 미러

2   지붕 장착형 차폭등

3 방향 지시등

4 주간 주행등

번호 장치

5 전방 안개등

6 전조등

7 차폭등

8 타이어

0-11그림 색인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메시지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연료 부족 황색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적색

AdBlue®(요소수) 부족 황색

AdBlue®(요소수) 주입 요망 황색

AdBlue®(요소수) DOS 
이상(불량소비)

황색

심각한 배기장치 고장 적색

잘못된 AdBlue®(요소수) 적색

AdBlue®(요소수) 분사 시스템 황색

엔진 토오크 감소 적색

속도 제한 적색

엔진 과열 적색

CAN 시스템 에러 표시 적색

0-12 경고/표시등 색인

경고등

경고/표시등 색인



메시지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과속 적색

LDWS 고장 황색

카메라 청소 요망 황색

0-13경고/표시등 색인

표시등

메시지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DPD의 자동 재생 녹색

선택적 DPD 재생을 위해 PM 
수준 확인 중 황색

DPD의 수동 재생 진행 중 황색

DPD 스위치 누름 요망 황색

DPD PM 축적 수준 - 녹색

DPD 재생 진행 중 - 황색



메시지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PTO 적색

엔진 오일량 점검 황색

에어 클리너 점검 황색

엔진 오일 및 필터 -
녹색/
황색

변속기 오일 -
녹색/
황색

  Smoother 클러치 오일 -
녹색/
황색

연료 필터 -
녹색/
황색

파워 스티어링 오일 -
녹색/
황색

타이어 로테이션 - 녹색/ 
황색

총 연비 - 녹색

트립 당 연비 - 녹색

순간 연비 - 녹색

전압계 -
녹색/
적색

0-14 경고/표시등 색인



메시지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달력 녹색

시계 녹색

시간계 - 녹색

과속 경고등 꺼짐 - 녹색

계기판 밝기 조절(딤머) - 녹색

계기판

0-15경고/표시등 색인

경고등

메시지 표시 영역 1 색상

엔진 점검 경고등 황색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적색

ESC 경고등 황색

ABS 경고등 황색

SRS 에어백 경고등 적색

발전기 경고등 적색



0-16 경고/표시등 색인

메시지 표시 영역 1 색상

  Smoother 경고등 황색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적색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적색

브레이크 부스터 경고등 적색

안전 벨트 경고등 적색

  LDWS 경고등 황색

표시등

메시지 표시 영역 1 색상

워밍업 시스템 표시등 황색

예열 플러그 표시등 황색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녹색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녹색

상향등 표시등 청색

ASR OFF 표시등 황색

ESC OFF 표시등 황색



0-17경고/표시등 색인

메시지 표시 영역 1 색상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녹색

  ECONO 모드 표시등 녹색

  1단 출발 모드 표시등 녹색

방향 지시등 및 위험 경고등 - 좌측 녹색

방향 지시등 및 위험 경고등 - 우측 녹색

후방 안개등 표시등 황색

SVS 표시등(긴급 차량 정비 요망) 황색



4

5

경고/주의 라벨 - 실내

•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주의 라벨에는 차량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준
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정독해 주십시오.

• 벗겨진 라벨이 있거나 마모 또는 흠집이 나서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라벨이 있다면 ISUZU 딜
러에 연락해 교체를 받으십시오.

• 다음 페이지에는 경고/주의 라벨 몇 개가 예시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라벨도 많이 있
습니다. 또한 라벨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고/주의 라벨의 위치가 실제 차량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번호 설명

1   PTO 작동

2   기어 변속

3   속도 제한 장치

4   타이어 공기압

5   E-표시

0-18 경고/주의 라벨

차량에 있는 경고/주의 라벨



4

5

번호 설명

1   캡 기울임 작동 지침

2 엔진 정기 점검

3 DPD, Smoother, 운전석 SRS 에어백, 동승석 SRS 에어백, 요소 SCR(뒷면)
4   동승석 SRS 에어백

5 브레이크 오일

6   엔진 정비용 리드

7 퓨즈

0-19경고/주의 라벨



2 1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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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경고/주의 라벨 - 엔진룸

번호 설명

1 엔진 오일량 점검

2 배기가스

3 연료 필터

4 엔진 오일

5 엔진 냉각수

6 라디에이터 캡
7   엔진 제어 모듈

4JJ1 엔진 4HK1 엔진

0-20 경고/주의 라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