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명칭 및 내용 취급설명서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DPD 상태나 요소수(AdBlue®)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ON' 시 점등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크루즈 컨트롤 작동(40~80km/h) 시 점등

예열 시스템 표시등: 예열 스위치를 눌렀을 시 점등 (겨울철 초기 시동 및 공회전 시 효율적인 엔진 예열)

후방 안개등 표시등: 후방 안개등 작동 시 점등

예열 플러그 표시등: 키 위치를 'ON' 으로 돌리고 표시등이 사라지면 시동

긴급 차량 정비 필요(SVS) 표시등: 운행 중 표시등 점등 시 ISUZU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필요

상향등 표시등: 상향등 작동 시 점등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OFF 표시등: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눌러 'ESC OFF' 기능을 작동시켰을 시 점등

ASR(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OFF 표시등: 'ESC OFF' 스위치를 1초 이상 눌러 'ASR OFF' 기능을 작동시켰을 시 점등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배기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 작동시켰을 시 점등

ECONO(절약) 모드 표시등 *: 기어 레버 옆 ECO 스위치를 눌러 기능을 'ON' 하였을 시 점등

1ST START(1단 출발) 모드 표시등 *: 기어 레버 옆 1단 START 스위치를 눌러 기능을 'ON' 하였을 시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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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경고등: LDWS가 꺼졌거나 오작동 시 점등

엔진 점검 경고등: 엔진 전자 제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점등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엔진 오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시 점등 (즉시 정지 후 오일량 점검 필요)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 경고등: ABS에 문제 발생 시 브레이크 경고등과 함께 점등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경고등: ESC에 문제 발생 시 또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 압력이 떨어졌을 시 점등 (정상 작동 시 깜빡임)

에어백 및 안전 벨트 경고등: 에어백 및 안전 벨트에 문제 발생 시 점등

발전기 경고등: 발전기 충전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점등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ISUZU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필요)

자동화 변속(Smoother) 경고등 *: 스무더 시스템 고장 시 점등, 스무더 오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시 깜빡임

BRAKE BOOSTER(브레이크 부스터) 경고등: 브레이크 부스터, 발전기 충전 시스템 및 배기 브레이크에 문제 발생 시 점등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ISUZU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필요)

브레이크 경고등: 브레이크 오일량 부족, 발전기 충전 시스템 이상, ABS 및 부스트 어시스트 기능 이상 또는 EBD에 문제 발생 시 점등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ISUZU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필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주차 브레이크가 위로 당겨졌을 시 점등 (당겨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금지)

안전 벨트 경고등: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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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변속기 (AMT) 장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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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프 트럭 계기판 표시등 및 경고등

표시등 설명

경고등 설명



2. 엘프 트럭 조작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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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위치6단 자동화 변속 레버

14

기어 위치6단 수동 변속 레버

조작 버튼 설명

*자동화 변속기 (AMT) 장착 차량에 한함

번호 명칭 내용 취급설명서 

1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OFF 스위치 

ESC OFF 스위치를 사용해 ESC를 끄거나, ESC 시스템 내의 ASR 기능(출발 또는 가속 시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억제)을 끌 수 있습니다.

4-130

2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속 페달을 작동하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며, 크루즈 컨트롤은 약 40 ~ 80 km/h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4-116

3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전조등의 조사각은 네 가지 각도로 조정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사각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4-84

4 공회전 제어 노브
엔진을 예열하는 데에 사용되며, 공회전 제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엔진 RPM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발 전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세요. 

4-80

5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주행 중에 배기 브레이크를 작동하려면 레버를 앞으로 당깁니다. 배기 브레이크 작동을
중지하려면 가속 페달이나 클러치 페달(수동 변속기 장착 차량인 경우)을 밟으면 됩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기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됩니다. 내리막길 또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주행 시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87

6 매연 저감 장치(DPD) 스위치
PM(매연)을 수동으로 연소(필터 재생)할 때 사용됩니다. 계기판에서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깜빡이면 정차 후 DPD 스위치를 눌러 수동으로 DPD 재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균 20~30분 소요)

4-160

7 미러 히터 스위치 
미러 히터를 사용하면 미러 표면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러 히터는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므로 엔진을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4-92

8 예열 스위치
엔진 냉간 시 예열 스위치를 사용하면 엔진 냉각수를 좀 더 빠르게 예열해 히터 및 서리 제거
능률을 높이거나 차량 주차 시 히터의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높거나,
차량이 주행 중이면 예열 스위치를 눌러도 예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4-81

9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스위치
차량이 차선에서 벗어난 것을 감지해 경고음과 계기판 상의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60 km/h 이상의 속도에서만 작동합니다.

4-135

10
6단 자동화 변속(Smoother)
조정 스위치 *

스무더 조정 스위치의 'FAST' 또는 'SLOW' 버튼을 눌러 운전자가 선호하는
클러치 결합 타이밍(±4단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111

11
6단 자동화 변속(Smoother)
비상 스위치 *

스무더 전기 시스템에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변속이 불가능하여 비상 작동이 필요할 시
스무더  비상 스위치를 사용하면 시동이 가능하여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비상 스위치가 'OFF' 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주행 시 만지지 마십시오.

4-113

12 ECONO(절약) 모드 선택 스위치 *
자동 변속 모드에 있는 상태로 차량을 주행할 때 ECONO 모드를 선택하면 연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주행할 시에는 ECONO 모드를
'OFF' 하거나 수동 변속 모드로 주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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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단 자동화 변속(Smoother) 레버 *
(자동 / 수동 변속 모두 가능)

기어 변속 레버가 'D' 에 위치해 있을 경우 2단 기어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시 무거운 화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강력한 토크가 필요하다면 1단 출발 스위치를 눌러
차량이 1단 기어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 변속 레버를 'M' 위치에 둔 다음 레버를 '– (저단 변속)' 위치로 옮겨도 1단 기어로
변속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는 자동 변속 모드보다 수동 변속 모드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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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단 수동 변속 레버 6단 수동 변속기의 중립 위치에 주의하십시오. (4단 출발 시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