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도

주요제원
5톤 카고트럭

구분
변속기 타입
6,650mm

AMT (자동화6단)
8,600/2,495/2,570

차체 장/폭/고 (mm)
적재함 장/폭/고 (mm)

6,650/2,420/400
4,990

축간거리 (mm)
4,990mm
8,600mm

윤거 전/후 (mm)

1,800/1,705

최대 적재량 (kg)

5,000
14,000

최대허용 총중량 (kg)

4HK1-TCH 4기통

엔진
배기량 (cc)
2,570mm

400mm

5,193

최고 출력 (ps/rpm)

240/2,400

최대 토크 (kg∙m/rpm)

78/1,600

연료탱크 용량 (ℓ)

140

브레이크 (전∙후)
1,800mm

이스즈 서비스 네트워크
지역

정비 서비스센터
이스즈 인천 직영정비센터
아이비오토테크
대한카센타 ★
명진자동차

인천
경기

자일일산서비스
스카이모터스
코스모자동차공업사 ★
오일타운
광명자동차공업
포천자동차검사소
삼성특장
대전종합모터스

대전
충청

일급서울정비공업사
한결공업사
조선모터스
털보카모터스 ★

경상
부산

G&B모터스 왜관
안동종합정비 ★
양산종합정비공장
칠성1급종합정비
신항자동차
유로오토

전라

극동오토모빌스
오성모터스

강원
제주

진영공업사
순호자동차공업사
금호정비서비스

풀에어 브레이크

타이어 (전∙후)

1,705mm

글로벌 스타 5톤 중형트럭 -포워드

265/70R19.5 (S/D)
★ 경정비 서비스센터 (판금, 도장은 제외)

전화번호

주소

032 - 710 - 0244
032 - 888 - 1662
032 - 568 - 6447
031 - 977 - 0030
031 - 994 - 1439
031 - 998 - 5809
031 - 566 - 2222
031 - 222 - 8780
031 - 322 - 4976
031 - 544 - 4433
031 - 366 - 3667
042 - 935 - 2113
043 - 234 - 1900
043 - 421 - 3309
041 - 352 - 3020
041 - 576 - 3407
054 - 973 - 9934
054 - 821 - 5113
055 - 366 - 4972
055 - 586 - 1042
051 - 831 - 4500
063 - 545 - 6660
062 - 959 - 9855
061 - 681 - 0811
033 - 653 - 1503
033 - 747 - 3300
064 - 799 - 439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01번길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6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8 (덕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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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면 서해로 6872-4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0길 69-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887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로 1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3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219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83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66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876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34번안길 12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07

합리적 가격+ 튼튼한 내구성+경제적인 연비+ 첨단 안전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505

본 제작물의 사양 및 제원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연출된 것으로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위한 초가성비 중형트럭- 포워드

시승 및 구입문의

080 - 890 - 8585
라디에이터 그릴/프론트 범퍼

대형 헤드램프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는 중형트럭 포워드는
합리적인 가격에 경제적인 연비는 물론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초가성비 중형트럭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성공파트너입니다.

포워드 데칼

www.isuzukorea.com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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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과학과 기술이 완성한 첨단 안전장치
모든 운행조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차량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첨단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이스즈 트럭의 뛰어난 내구성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ENGINE / Smoother (AMT)
경제적 연비의 고효율 4HK1 엔진
EURO6를 만족하는 친환경 240마력 4HK1 파워 엔진은 우수한 견인력으로 운송효율을 극대화하며
뛰어난 연비로 수익성을 높여주는 고효율 엔진입니다.

비상자동제동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친환경 시스템

4HK1-TCH 4기통 엔진

LDWS 차선 인식 카메라

총 배기량 : 5,193 cc 최고 출력: 240 ps
최대 토크 : 78 kg·m VNT 터보 [2단 터보]

경제성과 친환경을 만족시키는 고효율 첨단 시스템
EGR ・배출가스의 일부를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NOx)을 저감
・EGR 쿨러를 탑재하여 높은 EGR 효과 발휘

DPD+SCR ・DPD에서 PM을 포집 후 연소 (자동재생 /수동재생 모드)

・물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DPD 필터
・SCR에서 질소산화물 (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고 DPD의 부하 줄임

DRIVER SPACE

획기적인 요소수 소모량 절감 !
엔진과 최적의 조합으로 연비효율 극대화

전자제어식 6단 자동화 변속기 Smoother (AMT)

운전자를 위한 첨단 기능과 안락함

R

한눈에 들어오는 각종 정보는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관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첨단 기능들이 쉽고 편리하게 조작됩니다.

N

+

D

M
-

6단 자동화 변속 레버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시트인 3점식 안전벨트)

CHASSIS/DURABILITY

AEBS 전방 차량 인식 레이더

고강성의 특수구조와 획기적인 내구성
초강성 고장력의 섀시 프레임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강도 높은 작업에도 절대적인 신뢰를 드립니다.
멀티펑션 에어서스펜션 운전석 시트
(독일 명문 시트 브랜드 ISRINGHAUSEN사)

운전석의 넓은 시계성

비상자동제동 시스템 (AEBS)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며 계속 진행 시 급제동됩니다. (on/off 기능)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LDWS)
차선 감지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on/off 기능)

전자식 주행안정화 장치 (ESC)
운전자가 별도로 제동을 가하지 않더라도 차량 스스로 미끄럼을 감지하여 ABS와 함께 엔진토크를 제어합니다. (on/off 기능)

시인성이 우수한 계기판

공조 시스템/한글 지원 오디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파워/틸트)

(라디오, 블루투스, USB)

콤비네이션 스위치

컵 홀더

전자식 주행안정화 장치 (ESC)

미끄럼 방지 안전장치 (ABS)

차간거리 경고 시스템 (DWS)

정교한 균형력으로 고강도와 고하중 작업에 유리한 철강 프레임

스티어링 휠 내장 조작 스위치
(좌:디스플레이, 우:크루즈 컨트롤)

카드 홀더

출발 시 미끄럼 방지 조절장치 (ASR)

운전석/조수석 상단 수납함

▼

듀얼 에어백

유럽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고강성 캡 (ECE Regulation 29 만족)

도어 더블 사이드 바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SA)

강력한 기능의 배기 브레이크

후진 경고음장치 (워닝부저)

충돌이나 추돌 시 상대방 승용차가 범퍼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프런트 범퍼 (FUP)
Front Under- Run Protection

리어 범퍼 (RUP)
Rear Under- Run Protection

에어 브레이크

대용량 배터리

AdBlueⓇ (요소수) 탱크

표준 팔레트 최대 12개 적재 가능한
광폭 적재함 (특장)

연료탱크 (시건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