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수입처

정성껏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본 홍보물 상의 사양 및 제원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는 이스즈의 
품질과 명성
이제, 당신이 경험할 차례입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34개국 
중소형 트럭시장 점유율 1위!



압도적인 퍼포먼스!

동급 최강 파워 엔진의
- 총배기량 : 5,193cc

- 최고출력 : 190ps

- 최대토크 : 52kg.m

- VNT (가변 노즐 터보차저) 장착으로 엔진 파워업

- 그린엔진 유로6 정화장치

-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 DOC (디젤 산화

   촉매 장치) + DPD (매연 저감 장치) + SCR (선택적

   촉매 저감 장치) + Adblue®  (요소수)

- 부드러운 작동 및 저소음, 높은 연비 효과

4HK1-TCS 4기통 엔진

- 빠르고 우수한 발진성으로 쉬운 운전가능

- 우수한 견인력으로 언덕을 용이하게 등판

-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주행

- 초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 (1/1000초 단위)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소

- 환경 개선.수익성 향상



6단 자동화 변속기 Smoother (AMT)

6단 자동화 변속기 6단 자동화 변속 레버 

6단 수동 변속기 (MT)

- 국내 3.5톤 트럭 중 최초로 선보이는 전자 제어식 6단 자동화 변속기

- 자동변속기의 편리성과 수동변속기의 효율성

- 초보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 변속 쇼크가 적고 기어 변속으로 인한 동력 손실 최소화로 연비효율 극대화 및 생산성 개선

- ECONO (절약) 모드 : 변속 시점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최적의 연비 효율을 제공

- 1단 출발 모드 : 험한 길에서 주행시 또는 중량물 적재 시 출발 용이

- 국내 3.5톤 트럭 중 유일한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하여 각종 주행조건에 맞는 기어 선택 가능

-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 극대화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적합

- 높은 내구성을 가진 클러치 디스크

6단 수동  변속 레버 

운전은 쉽게,  연비효율은 높게

6단 자동화 변속기 Smoother (AMT)



와이드 캡

윙바디

윙바디

냉동 탑차

탑차

다양한 고객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특장 설계가 용이시선을 빼앗는 

   단 하나의 트럭



다양한 안전장치로 예측 불가능한 주행환경에서도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당신의 파트너

넓은시야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ABS)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ASR)

전후방 디스크 브레이크듀얼 에어백 알루미늄 후방 범퍼

디스크 브레이크의 뛰어난 제동력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LDWS)

빠르게

기본

경고 OFF

경고 타이밍  모드



비지니스에서 생활까지, 도시의 낮과 밤,
골목과 대로, 트럭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력적인 일상을 선사합니다

몸에 맞춘듯 운전자의 동선에 최적화된 공간설계

- 90도까지 개방되는 도어와 넓은 발판
-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MID)
- 드라이버의 체형을 고려한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 외부 수직형 손잡이

도시와 도시를 잇는 
ELF 라이프!

공간에 매력을 더하다

계기판 (MID 기능 포함) 넉넉한 승하차 발판 텔레스코픽 스티어링틸트 스티어링

여유롭고 편리한 승하차 견고하고 정비가 손쉬운 틸팅 캡

외부 수직형 손잡이

넓은내부공간



시원하다
새로운 시각을 찾았다

대형 사이드 미러 및 보조 미러 



이모빌라이저

후면 패널 트레이 대형 가이드 바 상단 수납함 일반형 오디오
(라디오/블루투스/한글지원USB)

AdBlue   (요소수)
탱크 및 레벨 게이지

AdBlue   (요소수)
실내 레벨 게이지

어시스트 그립 시트백 콘솔 편리한 후크 카드 홀더 컵 홀더

DPD(매연 저감 장치)
수동 재생 스위치

리모컨 미러 스위치 미러 히터 스위치 오토 크루즈 메인 스위치 오토 크루즈 SET 스위치 엔진 예열 스위치

ELF 주요 편의장치

차선 인식 카메라 주차 브레이크 레버
휠을 고정시켜주는 레버

강화된 도어 웨이스트 

ELR (Emergency 
Locking Retractor) 기능의 3점식 
안전벨트

워닝 부저 : 후진 시 경고음 발생

프론트 안개등
야간 주행 시 밝은 시야 확보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ESC)

할로겐  헤드 램프
도어 사이드 램프

전자식 제동력 분배 시스템 (EBD)

Smoother 비상 스위치 (AMT만 적용)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대형  사이드 미러 및 보조미러



크롬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