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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제어 장치 및 기기

● 엔진 시동 4-4

● 엔진 정지 4-7

엔진 시동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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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어 장치 및 기기

앞유리 와이퍼 스위치, 조명 제어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를 비롯한 스위치가 모두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려 경고등과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켜지며 연료량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엔진 시동

엔진 시동

• 시동 스위치를 “START” 위치에 약 10초 
이상 유지하지 마십시오. 시동 모터를 너무 
오래 구동하면 배터리 고장이 발생하거나 
과열 및 심지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NU740SH001501

• 먼지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키를 그대로 사용하면 시동 스위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키를 
꽂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을 키에서 닦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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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제어 장치 및 기기

• 차량에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에 앉아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후에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또한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 클러치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 차량에 Smoother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아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 윈도우를 통해 바깥쪽에서 엔진 시동을 걸면 위험합니다.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지 않으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방식으로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 엔진을 냉간 시동하면 엔진 속도가 740 회전/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과 비작동 사이를 반복적으로 전환하거나 엔진 속도가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의 일부이며 오작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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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어 장치 및 기기

 1. 차량에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클
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차량에 Smoother가 장착되어 있다면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2.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립니다.  
예열 플러그 표시등이 켜지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단, 조건에 따라서는 표시등
이 켜지지 않습니다.

 3. 예열 플러그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시동 스위치를 “START” 위치로 돌려 엔진 
시동을 겁니다. 예열 스위치 위치에 관계없
이, 예열 시 엔진이 거칠게 구동되면 공회전 
제어 노브를 사용해 엔진 속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예열되었으면 공회전 
제어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
리고 엔진을 공회전시킵니다.

예열 플러그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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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제어 장치 및 기기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겁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LOCK" 위치로 돌립니다. 

엔진 정지

• 차량을 주행한 직후에 엔진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착이나 기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정지하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수동 변속기 모델) 또는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어 있는지(Smoother 모델) 확인한 후 엔진을 약 3분 간 공회전해 엔진 온도를 
낮추십시오. 

•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엔진 시동을 끈 후에는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LOCK” 
위치로 돌립니다.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습니다.

HCU8Z0SH024301

• 주위 온도가 낮을 때는 엔진 온도가 낮아 정상 상태보다 가스(백색 연기)가 좀 더 많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예열]
• 디젤 엔진은 압축 점화식이어서 저온일 때 시동을 걸기가 어려운데, 압축만으로는 연료를 
점화하기에 충분한 온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열”은 엔진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소실 내부 압축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열 플러그 표시등이 
꺼진 후에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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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단원-1-v2.indd   8 2020-04-22   오후 4:10:29



4-9제어 장치 및 기기

계기, 경고등 및 표시등

● 계기 판독 방법(계기 배치 구조) 4-10

● 속도계 4-12

● 회전 속도계 4-15

● 공기 압력계 4-16

● 엔진 냉각수 온도계 4-18

● 연료계 4-19

● AdBlue®(요소수) 게이지 4-20

● 시간계 4-21

● 경고등 및 표시등 배치 구조 4-22

●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V 4-24

●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V 4-45

● 경고등 및 표시등 4-68

● 경고음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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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어 장치 및 기기

MFUH40MF000201

21 64

58

3

9 7

계기 판독 방법(계기 배치 구조)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MF001301

976

2 43

5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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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제어 장치 및 기기

번호 명칭
참조
페이지

1 엔진 냉각수 온도계 4-18

2 회전 속도계 4-15

3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4-24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4-45

4 속도계(km/h) 4-12

번호 명칭
참조
페이지

5 속도계(MPH) 4-12

6 공기 압력계(기본) 4-16

7 공기 압력계(보조) 4-16

8 SA  변속 표시등 4-146

9 연료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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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제어 장치 및 기기

속도계에는  차량  속도가  k m / h  단위로 
표시됩니다.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선택/재설정 버튼을 가볍게 누를 때마다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에 “ODO”, “TRIP A” 및 
“TRIP B”가 차례대로 표시되어 선택된 계기를 
보여줍니다. 

속도계

MFUH40SH000501

속도계

주행거리계 / 구간거리계

선택 / 재설정 버튼

MID 선택 노브

MFUH40SH000601

MID 선택 노브

속도계

주행거리계 / 구간거리계

선택 / 재설정 버튼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km)

MFUG40SH000501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MPH)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 V

주행거리계

차량이  주행한  총  거리가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됩니다. 속도계 눈금이 마일 및 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면 차량이 주행한 총 거리가 
마일 단위로 표시됩니다. 999,999km가 초과 
되면 “B”가 표시됩니다.

구간거리계

구간거리계에서는 특정 지점 간의 거리나 특정 
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왼쪽의  숫자는  km 단위  거리이며 
오른쪽의 숫자는 100 m 단위 거리입니다. 또한, 
두 개의 독립된 거리를 "TRIP A" 및 "TRIP B"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TRIP A”와 
“TRIP B” 사이를 전환해 구간거리계 두 개를 
사용하십시오. 
구간거리계를 재설정하려면 선택/재설정 버튼 
으로 재설정하려는 구간거리계를 선택해 표시 
합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1초 이상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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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제어 장치 및 기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에 시동 스위치를 마지막에 
“LOCK” 위치로 돌렸을 때 표시되었던 정보가 표시됩니다.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마다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에 주행거리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려면 주행거리계가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린 다음 선택/재설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립니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3초 이내에 시동 
스위치를 다시 “LOCK” 위치로 돌립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실시합니다.

LNUJ40SF000101

: 선택 / 재설정 노브 - 한 번 누르기

: 선택 / 재설정 노브 - 누른 상태 유지(1초 이상)

ODO
TRIP A TRIP

B

재설정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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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제어 장치 및 기기

MFUG40SH002801

속도계

주행거리계 / 구간거리계 

선택 / 재설정 노브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V

1초  안에  선택 /재설정  노브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ODO(주행거리계)", "TRIP A 
(구간거리계)", "TRIP B(구간거리계)" 사이를 
전환합니다.

주행거리계

총 주행 거리가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됩니다. 
속도계 눈금이 마일 및 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면 차량이 주행한 총 거리가 마일 단위로 
표시됩니다. 1,999,999 km(1,999,999 마일)를 
초과하는 거리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구간거리계

구간거리계는 지정된 지점 사이의 거리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 주행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TRIP A" 및 "TRIP B"를 사용하여 거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0 - 999999.9의 거리가 km 
단위로 표시됩니다. "TRIP A"가 표시될 때 선택/
재설정 노브를 약 1초간 누르십시오. 이 때 "TRIP 
A"만  0으로  재설정됩니다 .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 "TRIP B"를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 "TRIP A"를 재설정해도 "TRIP B"가 재설정되지 않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2개의 목적지가 있는 경우 여행을 시작할 때 "TRIP A"를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하면 "TRIP B"를 0으로 되돌려서 총 주행 거리와 목적지 간 거리를 
독립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십시오.

MFUG40SH013301

속도계

주행거리계 / 구간거리계

선택 / 재설정 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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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제어 장치 및 기기

회전 속도계는 엔진 속도를 분당 회전수(r/분)로 
나타냅니다. (눈금에서 선 "1"은 1000 r/분을 
나타냅니다.) 
녹색 구역은 경제적인 운전을 위한 범위를 나타 
냅니다. 적색 구역은 허용 수준을 넘은 위험한 엔진 
속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회전 속도계의 바늘이 적색 구역에 있는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회전 속도계의 눈금과 적색 구역은 장착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회전 속도계

•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저단 변속 시 매우 
주의하십시오. 엔진 속도가 쉽게 임계 
속도를 초과해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MFUG40SH002901

녹색 구역

적색
구역

녹색 구역
(r/min)

적색 
구역(r/min)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1,000 - 2,000 3,000 - 3,600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1,000 - 2,000 3,000 - 3,500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E20SH001701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
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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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제어 장치 및 기기

공기 압력계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
된 모델
바늘이 적색 구역에 들어가면 공기압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경고음을 멈추려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십시오). 
공기압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주행을 멈추고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으십시오(수동 변속기 장착 모델).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 
하십시오(Smoother 장착 모델). 그런 다음 엔진을 
공회전하여 공기압을 올리십시오. 공기압이 오르지 
않거나 두 게이지 판독값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나 
바늘이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적절한 공기압 범위
780 - 890 kPa(8.0 - 9.1 kgf/cm²/114 - 

129 psi)

• 바늘이 적색 구역에 있거나 공기압 경고등이 
켜질 경우 차량을 운전하지 마십 시오. 그러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차량을 작동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공기압 경고등

이 게이지는 에어 탱크에 있는 압축 공기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04단원-1-v2.indd   16 2020-04-22   오후 4:10:33



4-17제어 장치 및 기기

MFUG40SH003101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

바늘이 적색 구역에 있으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됩니다. 이 때 연속음이 울립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면 경고가 멈춥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주행을 멈추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고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 확인(Smoother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 )하고  엔진을  공회전하여 
공기압을 올리십시오. 공기압이 오르지 않거나 두 
바늘이 나타내는 값이 상당히 다르거나 압력을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바늘이 적색 구역에 있거나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면 차량을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적절한 공기압 범위
780 - 890 kPa(8.0 - 9.1 kgf/cm²/114 - 

129 psi)

브레이크 경고등

공기압 부족(정지 시)

MFUG40SH007801

Wait for air pressure to
build up.

LOW AIR PRESSURE

공기압 부족(이동 시)

MFUG40SH007701

LOW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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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제어 장치 및 기기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온도계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C ”는  저온을  의미하며 ,  “H ”는  고온을 
의미합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 과열 경고등이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작동 시 바늘이 
안전 구역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엔진 냉각수 온도계

• 운전하는  도중  바늘이  안전  구역의 
상한선을 넘어 "H" 구역에 들어가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교통을 피해 안전하게 도로를 벗어나 
엔진 과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바늘이 "H" 구역 부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전 구역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  보조  탱크의  엔진 
냉각수량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엔진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 주행 후 엔진 시동을 바로 끄면 엔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엔진 과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13801

C H

안전 구역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4301

OVERHEAT
Shut the engine after cooling,
and inspect the coolant water.
Do not remove the cap of sub
tank at high temp to avoid injury.

이동 시(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42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OVERHEAT

MFUE80SH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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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제어 장치 및 기기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연료계는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의 양을 
나타냅니다. "F"는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찬 것을 
의미하며 ,  " E "는  탱크가  거의  비었음을 
나타냅니다.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이 부족하면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에  연료  부족  경고등 (황색 )이 
표시됩니다.

연료계

• 탱크가 비어가기 전에 미리 주유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연료  탱크에  연료를  주입하고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연료계 
바늘이 안정화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엔진은 정지해 있으나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면 
연료계 바늘이 정확한 판독값을 나타내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렸다가 
“ON” 위치로 다시 돌리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09301

MFUG40SH006801

LOW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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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제어 장치 및 기기

AdBlue®(요소수) 게이지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탱크에 남아 있는 AdBlue®(요소수) 양이 MID에 
표시 됩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계기는 AdBlue®(요소수) 탱크에 남아 있는 
대략적인 AdBlue®(요소수) 양을 나타냅니다. 
“F”는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찬 것을 의미하며, 
“E”는  탱크가  거의  비었음을  나타냅니다 .  
AdBlue®(요소수) 양은 다섯 단계로 표시됩니다.

• AdBlue®(요소수) 탱크가 비어 있으면 
엔진 토크가 크게 제한되므로, 빈 상태가 
되기 전에 AdBlue®(요소수)를 보충하십 
시오.

MFUG40SH012801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AdBlue®(요소수) 탱크 사용 가능 용량 
[기준값]

12.9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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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계기는 엔진이 구동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소수점 왼쪽의 수치는 시간을 나타내며, 소수점 
오른쪽의 수치는 1시간의 1/10을 나타냅니다. 
시간계는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표시됩 
니다. 
시간계를 표시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누르 
십시오.

시간계

MFUG40SH010601

TIME 11.8H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것은 MID에 엔진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조향핸들  좌측에  있는  UP/DOWN 버튼을 
사용하여 시간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십시오. 
소수점 왼쪽은 시간을 나타내며 소수점 오른쪽은 
1/10 시간 단위 증감을 나타냅니다.
시동 스위치가 “LOCK” 위치에 있더라도 약 5분 
안에 선택 노브를 눌러 시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계는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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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어 장치 및 기기

경고등 및 표시등 배치 구조

MFUH40SF002101

2
1 7 1113 15

16
17 22

20 2419 21 23 25
2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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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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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31

28 29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

MFUK40MF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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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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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제어 장치 및 기기

번호 명칭 참조 페이지

1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4-104

2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4-104

3
V   HSA 표시등 4-99

V   HSA 경고등 4-100

4 V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 4-95

5 V   디퍼렌셜 록 표시등 4-105

6 엔진 점검 경고등 4-85

7 후방 안개등 표시등 4-97

8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4-76

9 예열 플러그 표시등 4-103

10 SVS 표시등 
(긴급 차량 정비 요망)

4-86

11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4-24
4-45

12 상향등 표시등 4-97

13
액세서리 공기압 부족 
경고등

4-105

14 워밍업 시스템 표시등 4-103

15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4-98

16 SRS 에어백 경고등 4-68

17 발전기 경고등 4-83

18 SA   Smoother 경고등 4-87

번호 명칭 참조 페이지

19
AHB   유압 경고등 4-69

V   브레이크 경고등(적색) 4-69

20 SA   ECONO 모드 표시등 4-103

21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4-98

22 SA   1단 출발 모드 표시등 4-104

23
방향 지시등 및 위험 경고 
점멸 표시등 - 좌측

4-97

24 SA   변속 표시등 4-146

25 안전 벨트 경고등 4-68

26
방향 지시등 및 위험 경고 
점멸 표시등 - 우측

4-97

27 공기압 경고등 4-72

28  ESC 경고등 4-75

29  ESC OFF 표시등 4-101

30
V   브레이크 경고등(황색) 4-73

V   EBS 경고등 4-74

31  LDWS 경고등 4-76

32 V   AEBS OFF 표시등 4-102

33
V     브레이크 경고등 

(적색/황색) 4-70

34 V   표시등 라이트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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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제어 장치 및 기기

계기 패널의 MID는 세 개의 표시 화면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 선택 노브를 빨리 눌러 MID 표시 영역 1에 표시되는 경고등/표시등을 표시 영역 3으로 
임시로(60초 동안만) 이동할 수 있지만 과열 등과 관련된 경고등 디스플레이가 표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고장 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H40MH000101

1회 누름

누른 상태
유지MID 선택 노브

반시계 방향
회전

시계 방향
회전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2

표시 영역 3

표시 영역 1
 • 경고등 및 표시등
 • 작동 관련 정보
 • DPD 상태
 • 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
 • 오류

표시 영역 2
 • AdBlue®(요소수) 량
 • 오류

표시 영역 3
 • 경고등 및 표시등
 • 달력과 시계

MID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화면이나 
기능을 선택합니다.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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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제어 장치 및 기기

MID 선택 방법

다음 표에는 MID의 기본 화면과 이 화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작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MID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화면이나 기능을 선택합니다.

LNU840SH001201LNU840SH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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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제어 장치 및 기기

MFUE40XF000501

or

04단원-1-v2.indd   26 2020-04-22   오후 4:10:35



4-27제어 장치 및 기기

MID에 표시되는 경고등 및 표시등은 시스템 고장을 경고하거나 작동 관련 정보를 보여주면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내용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MID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화면 페이지나 기능을 선택합니다.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설명 참조 페이지

녹색 DPD가 자동으로 재생 중입니다. 4-262

황색
DPD의 선택 재생이 가능한지 
시스템이 확인 중입니다. 4-263

황색 DPD가 수동으로 재생 중입니다. 4-260

황색 DPD의 수동 재생이 필요합니다. 4-259

MFUA40SH003901

황색 연료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 4-109

MFUA40SH003801

황색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한 경우 4-110

MFUA40SH004101

적색
AdBlue®(요소수) 품질이 비정상적인 
경우

4-115

MFUA40SH003801

황색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해 
보충이 필요한 경우 4-111

MFUA40SH004101

황색 요소 SCR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경우 4-117

경고등과 표시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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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제어 장치 및 기기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설명 참조 페이지

MFUA40SH004101

황색 요소 SCR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경우 4-118

MFUA40SH004101

적색 요소 SCR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경우 4-116

적색 엔진 토크가 제한된 경우 4-113

적색 차량 속도가 제한된 경우 4-114

적색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4-32

적색 배터리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 4-32

적색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4-86

적색
차량이 사전 설정된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 중입니다. 4-88

적색 엔진 과열 4-78

적색
동력 인출 장치(PTO)가 작동 
중입니다. 4-105

적색
캡 기울임 잠금 장치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94

적색 계기와 연결된 시스템 간의 통신 오류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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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제어 장치 및 기기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설명 참조 페이지

MFUA40SH004001

황색 엔진 오일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4-81

MFUA40SH004601

황색 에어 클리너를 곧 청소해야 합니다. 4-82

황색
ASR(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이 작동 
중입니다. 4-101

LNUE00SH005001

황색 LDWS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4-109

LNUE00SH005101 LNUF00SH000801

황색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가 
오염되었습니다. 4-110

― 녹색
경고 타이밍이 “빠르게”로 
설정되었습니다. 4-207

― 녹색
경고 타이밍이 “기본”으로 
설정되었습니다. 4-207

― 황색

차량이 좌측 차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경고 타이밍이 “빠르게”로 
설정됨). 

4-209

― 황색

차량이 좌측 차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경고 타이밍이 “기본”으로 
설정됨). 

4-209

― 황색

차량이 우측 차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경고 타이밍이 “빠르게”로 
설정됨).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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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제어 장치 및 기기

표시
영역 1

표시 
영역 3 색상 설명 참조 페이지

― 황색

차량이 우측 차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경고 타이밍이 “기본”으로 
설정됨).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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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제어 장치 및 기기

메시지 디스플레이 표시 색상 설명

총 연비 녹색
총 이동 거리의 평균 연비를 
나타냅니다.

트립 당 연비 녹색 특정 이동 거리의 연비를 나타냅니다.

순간 연비 녹색

주행하는 동안 주어진 순간의 연비를 
나타냅니다.
우측에 더 많은 세그먼트를 추가함에 
따라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연비, 배터리 전압, 달력과 시계 등 차량의 작동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차량 
작동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작동 관련 정보 표시

연비

시스템이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동 거리와 주행 중 연료 
소비량을 계산해 저장합니다.
“TRIP B” 거리에 대한 연비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눌러 연비 표시를 선택합니다.

구간 당 연비 재설정 방법
구간 당 연비도 “TRIP B”를 0으로 재설정하면 
함께 값이 소거됩니다.

LNU840SH00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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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제어 장치 및 기기

전압계

전압계에는 현재의 배터리 충전 상태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눌러 전압계를 선택합니다. 
전압계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전압이 "L" 레벨로 떨어지거나 "H" 레벨로 올라갈 때마다 
화면이 비정상 전압 표시(흑색 배경에 적색 문자)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전압계가 적색으로 
표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점검 및 정비 받으십시오.

메시지 디스플레이 표시 색상 설명

전압계

녹색
현재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적색
배터리 전압량이 너무 낮음을 
의미합니다.

적색
배터리 전압량이 너무 높음을 
의미합니다.

• 엔진 시동을 걸 때나 건 직후 MID에 비정상적인 "L" 전압(흑색 배경에 적색 문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건 후 경고가 사라지면 배터리 전압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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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제어 장치 및 기기

• 달력과 시계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나 시계를 설정할 때는 
주차 및 정차가 허용되었으며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십시오.

달력과 시계

 1. MID 선택 노브를 눌러 달력을 선택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시계 설정 화면에 들어갑니다. 연도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3. 연도 설정: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연도가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연도가 감소합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노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노브를 놓을 때까지 연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4. 월 설정: 연도 설정 화면에서 MID 선택 노브를 눌러 월 설정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월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5.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월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월이 감소합
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노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노브를 
놓을 때까지 월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6. 일 설정: 월 설정 화면에서 MID 선택 노브를 눌러 일 설정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일 부분이 깜
박이기 시작합니다.

[달력 설정]

MID 선택 노브를 사용하여 달력이나 시계가 표시되도록 선택합니다.

LNUD40SF00070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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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제어 장치 및 기기

 7.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일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일이 감소합
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노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노브를 
놓을 때까지 일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8. 달력 설정을 완료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일반적
인 달력 표시로 복귀됩니다. 

[시계 설정]

 1. MID 선택 노브를 한 번 이상 눌러 달력을 선택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계 화면을 선택합니다.
 3.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시계 설정 화면에 들어갑니다. “AM/PM” 또는 “24”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4. 12시간 또는 24시간 표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MID 선택 노브를 돌리면 12시간 또는 24시 

간 사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 12시간 표시 → AM 또는 PM이 표시됩니다
 - 24시간 표시 → 24가 표시됩니다(시계 설정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5. 시간을 설정합니다. 12/24시간 설정 화면에서 MID 선택 노브를 한 번 눌러 시간 설정 표시로 

전환합니다. 시간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6.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간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간이 감

소합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노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노
브를 놓을 때까지 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7. 분 설정: 시간 설정 화면에서 MID 선택 노브를 한 번 눌러 분 설정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분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8. MID 선택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이 감소합
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노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노브
를 놓을 때까지 분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9. 시계 설정을 완료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일반적
인 시계 표시로 복귀됩니다.

MFUE40MF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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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제어 장치 및 기기

이 기능은 DPD에 의해 축적된 미립자 물질(PM)의 양을 표시합니다. DPD 재생 중에는 재생의 
진행상태가 표시됩니다. 

메시지 디스플레이 표시 색상 설명

DPD PM 축적 수준 녹색
현재의 DPD 내부 PM 축적 수준이 
표시됩니다.

DPD 재생 진행 중 황색
DPD 재생의 진행 상태가 완료될 
때까지 표시됩니다.

DPD 상태

야간 디머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선택해 조정 및 설정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짧게 눌러 6개의 
표시 조명 밝기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조명 스위치가 "OFF", " " 또는 " " 위치에 있을 
때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NU840SH00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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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 재생 진행
DPD 재생 시에는 MID에 총 6개의 세그먼트를 통해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가장 높은 
세그먼트가 깜박입니다.
재생이 진행되면서 표시되는 세그먼트의 수가 우측(“H”)에서부터 하나씩 감소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상태 디스플레이

1단계로 재생 진행 4단계로 재생 진행

2단계로 재생 진행 5단계로 재생 진행

3단계로 재생 진행 재생 완료

상태 디스플레이 상태 디스플레이

PM 수준 0 PM 수준 3

PM 수준 1 PM 수준 4

PM 수준 2 PM 수준 5

DPD PM 축적 수준
MID에 총 6개의 세그먼트를 통해 DPD 안에 축적된 PM의 양이 표시됩니다. 
DPD 내부의 PM 양이 증가하면 표시되는 세그먼트의 수가 좌측(“L”)에서부터 하나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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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남은 AdBlue®(요소수) 잔량이 표시되며, “F”는 가득 참을, “E”는 비었음을 나타냅니다.
AdBlue®(요소수) 잔량은 표시 영역 2에 0 ~ 5 레벨로 표시됩니다.
AdBlue®(요소수)의 양이 줄어들면 표시되는 양도 함께 줄어듭니다.

AdBlue®(요소수) 양 표시

•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하면 엔진 토크가 제한됩니다. AdBlue®(요소수)가 고갈되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

AdBlue® 

( 요소수) 량
표시 영역 2 표시 영역 1 설명

참조 
페이지

레벨 5

MFUA40SH000101

― ― ―

레벨 4

MFUA40SH000201

― ― ―

레벨 3

MFUA40SH000301

― ― ―

레벨 2

MFUA40SH000401

― ― ―

레벨 1

MFUA40SH000501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한 경우 4-110

MFUA40SH000501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해 보충이 
필요한 경우

4-111

MFUA40SH000501

엔진 토크가 제한된 
경우

4-113

레벨 0

MFUA40SH000601

차량 속도가 제한된 
경우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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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 기능은 다음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면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점검 및 정비 받으십시오.

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

• 표시되는 거리는 각 정기점검/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의 만료 전 
또는 후 간격을 나타냅니다. 다음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이 도래하면 디스플레이의 배경 
색상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어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합니다.

• 차량의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은 도로 조건, 지역 기후 및/또는 차량 사용 패턴에 따라 
표준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혹 조건 작동 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차량을 
검사 및 수리하십시오.

AdBlue® 탱크 사용 가능 용량  
[기준값]

12.9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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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유지관리 
메시지

디스플레이 표시 색상 설명 참조 페이지

엔진 오일 및 
필터

녹색

다음 엔진 오일 및 필터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79

황색

다음 엔진 오일 및 필터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변속기 오일 

녹색

다음 변속기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88

황색

다음 변속기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Smoother 
클러치 오일 
SA

녹색

다음 Smoother 클러치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90

황색

다음 Smoother 클러치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연료 필터

녹색
다음 연료 필터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91

황색

다음 연료 필터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녹색

다음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92

황색

다음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녹색

다음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시기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4-93

황색

다음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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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제어 장치 및 기기

엔진 오일 및 필터의 새 교체 간격(주행 거리
계 판독값) 설정 방법
 1. MID에서 "ENG OIL & FILT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갑니다.

 3.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새 
교체 시기(거리)가 설정됩니다.

• 설정  절차를  취소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시 
되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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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제어 장치 및 기기

변속기  오일 ,  Smoother  클러치  오일

(Smoother 장착 모델), 연료 필터 및 파워 스
티어링 오일의 새 교체 간격(주행 거리계 판독
값) 설정 방법
 1. MID에서 조정하려는 정기점검/유지관리 항

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갑니다.

 3.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새 
교체 간격(거리)이 재설정됩니다.

• 설정  절차를  취소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시 
되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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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간격(주행거리계 판독
값) 설정
 1. MID에서 "TIRE ROTATION"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갑니다.

 3. MID 선택 노브를 돌려 타이어 교체/위치 교
환 간격을 설정합니다.

 • 시계 방향 회전 → 거리 증가
 • 반시계 방향 회전 → 거리 감소
 4.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설정

을 완료합니다.

• 본 차량은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간격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됩니다 . 
따라서 "TIRE ROTATION" 화면에는 
초기에  거리가  아닌  “OFF”가  표시 
됩니다.

• 설정  절차를  취소하려면  MID 선택 
노브를 한 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설정  변경  화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시되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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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제어 장치 및 기기

 3. MID 선택 노브를 돌려 경고 속도를 설정합
니다.

속도 표시 설정 속도 범위

km/h 40 - 120 km/h,  
10 km/h 단위 증감

MPH 30 - 80 MPH,  
10 MPH 단위 증감

 4.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해 설정
을 완료합니다.

과속

 1. MID에서 "SPEED WARNING"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MID 선택 노브를 누른 상태로 유지한 상태
에서 속도 경고 설정 화면에 들어갑니다.

• 본 차량은 경고 속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됩니다. 따라서 "SPEED 
WARNING" 화면에는 초기에 "OFF"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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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MID에 "ERROR"가 표시됩니다. 
"ERROR"가 자동으로 거리 또는 기타 정기점검/유지관리 표시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ERROR가 표시될 경우

트립 당 연비 순간 연비 총 연비 DPD 재생 진행 상태

DPD PM 수준 시간계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및 필터 Smoother 클러치 오일 SA

연료 필터 파워 스티어링 오일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전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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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루먼트 패널의 MID는 차량 작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화면이 MENU로 
전환되면 정기점검/유지관리 정보, 시계/날짜와 같은 설정 또는 ECO 주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모드에서는 안전 주행 보조 시스템 경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작동이 표시될 때 "RETURN" MID 스위치를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정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1분간 스위치 작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새 경고가 발생하면 화면이 경고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1. 연비 정보, 전압과 같은 경고/작동 디스플레이 작동 제어 정보, 연비, 시계, 날짜, DPD PM 축
적량, DPD 재생 진행 상태 등이 일반적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비정상이 발생하거나 장치
가 작동할 경우 경고/작동 디스플레이가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V

MFUG40MF001401

C H

3
1stSTART
ECONO

40m

12/30

A

123 km/h
L/100km12.34

AVE SPEED
FUEL ECONO

TRIP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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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자 지원 디스플레이 크루즈 컨트롤, 차량간 거리 경고 및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과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작동 상태 또는 설정 상태가 표시됩니다.

표시 이미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 디스플레이 참조 페이지

LDWS

HCUF40SH033201

4-202

차량간 거리 경고

HCUF40SH033301

40m 4-212

크루즈 컨트롤

MFUG40SH012301

SET

m

Cruise control main

Cruise control set

4-175

 3. 변속 표시등/변속기 모드 디스플레이

변속기 기어 위치, 변속 범위 및 변속기 모드가 
모두 표시됩니다.

MFUG40SH012401

3
1st START

변속 표시등
디스플레이

변속기 모드
디스플레이

MFUG40SF000901

40m

SET

전방 차량 감지 차량간 거리

시스템 설정 / 작동 상태경고 거리

차선 이탈 경고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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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제어 장치 및 기기

 4. ECONO 모드 디스플레이

HCUF40SH030101

ECONO 모드 작동 상태가 표시됩니다.
Smoother 모델의 경우 자동 모드(자동 기어 
변속  모드)에  있을  때  ECONO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눌러 ECONO 모드로 전환하면  

 5. 시계/날짜 시계 또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시계/날짜 디스플레이 사이를 전환하거나 연, 월, 일, 
시, 분을 조정하는 데 MENU 화면이 사용됩니다.

MFUG40SF000501

C H

3
1stSTART
ECONO

40m

12/30

A

123 km/h
L/100km12.34

AVE SPEED
FUEL ECONO

TRIP

시간

날짜

12/30

12:30

 6. 엔진 냉각수 온도계

HCUF40SH030201

C H 이것은 엔진 냉각수 온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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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스위치

조향핸들의 좌측에 있는 이러한 스위치는 화면 
사이를  전환하거나  기능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위치 기능

MENU
메뉴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ENTER 선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RETURN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데 
사용됩니다.

UP/DOWN
커서를 이동하거나 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HCUF40SH019301

상승

하강

메뉴

엔터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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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제어 장치 및 기기

정상 화면 전환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켜면 엔진 정지 전에 표시되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단, 시스템 
비정상이 발생하거나 장치가 작동할 경우 경고/작동 디스플레이가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MFUJ40LF000101

TIME 11.8H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OVERHEAT

FUEL FILTER

CHANGE DUE

FUEL SAVING ADVISOR

REDUCE VEH SPEED!

Min Max

Brightness Level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1DAY  6MO2016YR (Mo)
AM   4:14

위의 경고등은 경고 상황 
발생시에만 표시됩니다.

: MID 스위치 상승

: MID 스위치 하강

: MID 스위치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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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평균 연비 및 평균 차량 속도를 표시 
하여 운전자가 연료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운전 
하도록 유도합니다. 
"UP" 또는 "DOWN" MID 스위치를 누르면 평균 
연비/평균 차량 속도가 표시됩니다. 
속도계  옆에  있는  주행  거리계 /구간거리계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면 이 디스플레이가 함께 전환 
됩니다. 
MID에는 주행거리계가 없습니다.

MID 표시 내용

MFUG40SH010201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TRIP A"를 선택하면 표시됩니다. "TRIP A"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차량 속도를 표시합니다.

MFUG40SH010301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TRIP B"를 선택하면 표시됩니다. "TRIP B"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차량 속도를 표시합니다.

평균 연비/평균 차량 속도 디스플레이 재설정 
방법

TRIP A 또는 TRIP B를 재설정하면 함께 재설정 
됩니다.

MFUG40SH010101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FUEL ECONO
AVE SPEED

L/100km12.34
123km/h

: MID 선택 노브 - 한 번 누름

평균 연비/평균 차량 속도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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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계 디스플레이

이것은 배터리 전압을 표시합니다. 전압이 낮거나 
과도하면 MID에 "ABNORMAL CHARGING"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비정상 전압 조건이 표시되면 원인은 
배터리 과전압 또는 발전기 발전 불량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엔진 시동을 걸면 전압계 디스플레이가 
적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동 후 
디스플레이가  백색으로  변하면  정상 
입니다.

HCUF40SH024101

비정상 전압(낮음)

MFUG40SH007301

LOW VOLTAGE

비정상 전압(높음)

MFUG40SH007401

OVER VOLTAGE

DPD PM 축적 디스플레이

DPD 재생을 수행하지 않을 때 DPD에 축적된 
PM 량이 표시됩니다. 
낮은 축적(L) → 높은 축적(H)

DPD 재생 진행 디스플레이

DPD 재생 중에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상태가 
표시됩니다. 
시작(H)→ 종료(L)MFUG40SH010401

MFUG40SH010501

R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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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 디스플레이

엔진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MFUG40SH010601

TIME 11.8H

날짜 및 시계

날짜와 시간(AM 및 PM)이 표시됩니다.

밝기 디스플레이

정상 디스플레이에 있을 때 "ENTER"를 눌러 
밝기 디스플레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MID의 밝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UP"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더 밝게 하고 "DOWN"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더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의 밝기를 "OFF", " " 또는 "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MFUG40SH010701

1DAY  6MO2016YR (Mo)
AM   4:14

MFUG40SH010801

Min Max

Bright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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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제어 장치 및 기기

경고 및 작동 디스플레이 개요

어떤 시스템에서 비정상이 발생하거나 장치가 작동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경고가 정상 디스플레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여러 내용이 표시될 경우 3초마다 디스플레이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 적색 디스플레이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고/작동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연료 부족

MFUG00SH004401

LOW FUEL
황색 4-109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MFUG00SH002101

Drain water collected in the
water separator.

WATER SEPARATOR

MFUG00SH0020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WATER SEPARATOR
적색 4-86

AdBlue®(요소수) 
부족

MFUG00SH0086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amount of 
AdBlue becomes low.
Fill up with AdBlue.

AdBlue LEVEL LOW

MFUG00SH008501

AdBlue LEVEL LOW 
황색 4-110

잘못된 
AdBlue®(요소수)

MFUG00SH0080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wrong AdBlue is added.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INCORRECT AdBlue

MFUG00SH007901

INCORRECT AdBlue
적색 4-115

AdBlue®(요소수) 
보충

MFUG00SH0084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 the AdBlue refill
warning on.

FILL UP AdBlue

MFUG00SH008301

FILL UP AdBlue
황색 4-111

AdBlue®(요소수) 
분사 시스템

MFUG00SH0088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SCR system.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AdBlue INJ. SYSTEM

MFUG00SH008701

AdBlue INJ. SYSTEM
황색 4-117

AdBlue®(요소수) 
DOS 오작동

MFUG00SH0090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AdBlue
consumption.

AdBlue DOS. MALFUNC.

MFUG00SH008901

AdBlue DOS. MALFUNC.
황색 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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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제어 장치 및 기기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심각한 배기장치 
고장

MFUG00SH008201

This warning appears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emission control system.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CRITICAL EMISSION FAIL

MFUG00SH008101

CRITICAL EMISSION FAIL
적색 4-116

엔진 토크 감소

MFUG00SH0078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out
AdBlue refilled despite of
the AdBlue refill warning.

TORQUE REDUCTION

MFUG00SH007701

TORQUE REDUCTION
적색 4-113

속도 제한

MFUG00SH0076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
AdBlue level remaining 0
despite of the engine torque
reduction warning.

SPEED LIMIT

MFUG00SH007501

SPEED LIMIT
적색 4-114

엔진 과열

MFUG00SH001501

OVERHEAT
Shut the engine after cooling,
and inspect the coolant water.
Do not remove the cap of sub
tank at high temp to avoid injury.

MFUG00SH0014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OVERHEAT
적색 4-78

CAN 시스템 에러 
표시

MFUG00SH003001

Shut the engine and restart.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CAN FAILURECAN

MFUG00SH0029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CAN
적색 4-119

ASR 작동

MFUG00SH004701

ASR  ON
황색 4-101

캡 기울임

MFUG00SH002601

CAB TILT
적색 4-94

비정상 전압(낮음)

MFUG00SH002201

LOW VOLTAGE
적색 4-51

비정상 전압(높음)

MFUG00SH002301

OVER VOLTAGE
적색 4-51

비정상 충전

MFUG00SH001901

Check the condition of the
driver belts. The battery may
go flat. Contact  an ISUZU
dealer.

ABNORMAL CHARGING

MFUG00SH0018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ABNORMAL CHARGING
적색 4-84

엔진 오일 압력

MFUG00SH001701

Check the engine oil level.
If normal and no leakage,
contact an ISUZU dealer.

ABN. OIL PRESSURE

MFUG00SH0016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ENGINE OIL
적색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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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제어 장치 및 기기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공기압 부족

MFUG00SH002501

Wait for air pressure to
build up.

LOW AIR PRESSURE

MFUG00SH002401

LOW AIR PRESSURE
적색 4-72

V   EBS 고장

MFUG00SH007201

Contact an ISUZU dealer.
EBS FAILURE

MFUG00SH0071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EBS FAILURE
적색 4-74

주차 브레이크 켜짐 ―

MFUG00SH002801

PARK BRAKE ON
적색 4-119

차량간 거리 경고

MFUG00SH003101

BRAKE! 적색 4-215

운전자 주의 
경고(AEBS)

MFUG00SH003101

BRAKE! 적색 4-226

브레이크 작동 
경고(AEBS)

MFUG00SH003201

BRAKE! 적색 4-226

엔진 오일량 점검

MFUG00SH005201

Low engine oil level.
Check the engine oil
level and refill.

ENGINE OIL LEVEL

MFUG00SH005101

ENGINE OIL LEVEL
황색 4-81

VAT 고장

MFUG00SH003401

Contact an ISUZU dealer.
VAT FAILURE

MFUG00SH003301

VAT FAILURE
황색

4-211
4-216
4-227

밀리웨이브 레이더 
청소

MFUG00SH0036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radar.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RADAR CLEAN-UP

MFUG00SH003501

RADAR CLEAN-UP
황색

4-216
4-227

카메라 청소 

MFUG00SH0038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camera.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CAMERA CLEAN-UP

MFUG00SH003701

CAMERA CLEAN-UP
황색

4-211
4-227

V   HSA 고장

MFUG00SH004001

Shut the engine and restart.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HSA FAILURE

MFUG00SH003901

HSA FAILURE
황색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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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제어 장치 및 기기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V   HSA 경고

MFUG00SH004301

HSA stays on for a long
time. Apply the parking
brake.

HSA WARNING

― 황색 4-174

V     차량 움직임 
경고

MFUG00SH004101

Apply the parking brake.
INITIAL MOVEMENT

― 황색 4-174

V     주의: 좌석 
이탈

MFUG00SH004201

HSA is ON.
When leaving the seat,
apply the parking.

CAUTION: LEAVING SEAT

― 황색 4-174

DPD의 자동 재생

MFUG00SH005401

AUTO REGEN. ON
Regen ends automatically.
No need to switch off.

MFUG00SH005301

AUTO REGEN. ON
녹색 4-107

선택적 DPD 재생을 
위해 PM 수준 확인 
중

MFUG00SH005801

CHECKING PM LEVEL
― 황색 4-108

DPD 수동 재생 
진행 중

MFUG00SH005701

DPD MANUAL REGEN. ON
Remain stopped until regen
completes.

REGEN

― 황색 4-107

DPD 스위치 누름 
요망

MFUG00SH005601

PUSH DPD SWITCH

MFUG00SH005501

DPD REGEN. NEEDED
황색 4-107

DPD 선택 재생 
점검

MFUG00SH005901

DPD REGEN NOT
NEEDED

DPD REGEN CHECK

― 황색 4-108

V  PTO

MFUG00SH004801

PTO
적색 4-105

에어 클리너

MFUG00SH005001

AIR CLEANER
Clean or replace the air
cleaner element.

MFUG00SH004901

AIR CLEANER
황색 4-82

V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 작동 
중

MFUG00SH004501

HEIGHT CONTROL
적색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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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제어 장치 및 기기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V   에어 서스펜션 
차량 높이 경고

MFUG00SH004601

AIR SUS. HEIGHT
적색 4-96

유지관리 표시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엔진 오일 및 필터

MFUG00SH006001

ENG OIL & FILTER

CHANGE DUE
황색 4-80

변속기 오일

MFUG00SH006201

T/MISSION OIL

CHANGE DUE
황색 4-89

SA   Smoother 
클러치 오일

MFUG00SH006401

SMOOTHER CLUTCH OIL

CHANGE DUE
황색 4-90

연료 필터

MFUG00SH006101

FUEL FILTER

CHANGE DUE
황색 4-91

파워 스티어링 오일

MFUG00SH006501

P/STEERING FLUID

CHANGE DUE
황색 4-92

디퍼렌셜 기어 오일

MFUG00SH006301

DIFF OIL

CHANGE DUE
황색 4-89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MFUG00SH006601

TIRE REPLACEMENT

CHANGE DUE
황색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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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제어 장치 및 기기

연료 절약 조언

메시지 정지 시 이동 시 색상 페이지

차량 속도 감속 ―

MFUG00SH006701

FUEL SAVING ADVISOR

REDUCE VEH SPEED!
백색 4-120

엔진 속도 감속 ―

MFUG00SH006801

FUEL SAVING ADVISOR

REDUCE ENG SPEED!
백색 4-120

급가속 ―

MFUG00SH006901

FUEL SAVING ADVISOR

RAPID ACCELERATION!
백색 4-120

급제동 ―

MFUG00SH007001

FUEL SAVING ADVISOR

HARD BRAKING!
백색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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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제어 장치 및 기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켜면 각 장치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수행됩니다. MID 화면에 시스템 
점검 화면이 표시됩니다. 엔진 시동을 건 후 화면이 정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디스플레이 예

시스템 점검 디스플레이

Smoother 모델
MID의 변속 표시등에 기어 위치가 표시되고 변속기 모드에서 각 기능이 표시됩니다.

[변속 표시등]

변속 표시등/변속기 모드 SA

MFUG40SF000601

C H

3
1stSTART
ECONO

40m

12/30

A

123 km/h
L/100km12.34

AVE SPEED
FUEL ECONO

TRIP
… … … …1 6 R N

기어 위치 MFUG40MF001501

SYSTEM CHECK SYSTEM CHECK SYSTEM CHECK

SYSTEM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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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제어 장치 및 기기

변속 표시등 디스플레이 변속기 기어 위치

MFUF00SH002201

1  - 

MFUF00SH003201

6 자동 모드에서 1단 기어 - 6단 기어가 표시됩니다.

HCUF00SH029601

 - 

HCUF00SH030601

수동 모드에서 1단 기어 - 6단 기어가 표시됩니다.

HCUF00SH033001

N(중립) 기어

HCUF00SH032801

후진 기어

HCUF00SH033601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변속기 컨트롤 유닛 사이의 통신 오류

[변속기 모드 디스플레이]
변속기 모드에서 1단 출발 모드 상태가 표시됩니다.

MID 디스플레이 상태

MFUF00SH003301

1단 출발 스위치를 눌러 1단 출발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
MFUG40SF000801

C H

3
1stSTART
ECONO

40m

12/30

A

123 km/h
L/100km12.34

AVE SPEED
FUEL ECONO

TRIP
1단 출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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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제어 장치 및 기기

MENU 화면

"MENU" MID 스위치를 누르면 MENU 화면이 나타납니다. "UP" 또는 "DOWN"을 사용하여 각 
메뉴를 선택하고 "ENTER"를 눌러 확인합니다.

• MENU 화면이 표시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화면이 정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차량이 이동 중일 때는 MENU 화면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MFUG40SF000701

MENU

TROUBLE CODE
MAINT ALERT
MAINT ALERT SETUP
USER SETUP
ECO STATUS DISPLAY
SYSTEM DEMO MODE

HCUF40SH019301

상승

하강

메뉴

엔터

리턴

항목 내용 참조 페이지

고장 코드 고장 코드 표시. 4-62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MAINT ALERT SETUP"에서 설정한 윤활유 교체 
기간(거리)과 같은 정기점검/유지관리 항목만 표시됩니다. 
또한, 교체 기간(거리)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4-63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설정

각 정기점검/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교체 기간(거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64

사용자 설정

날짜 날짜 설정. 4-65

시계 시간 설정. 4-65

디스플레이 시계/날짜 디스플레이 변경. 4-65

연료 절약 조언 연료 절약 조언의 표준 값 설정. 4-66

차량간 거리 
경고 볼륨 설정

차량간 거리 경고 볼륨 조정. 4-66

ECO 상태 디스플레이
수치를 사용하여 "TRIP A" 또는 "TRIP B" 상태의 ECO 
상태를 표시합니다. 차량이 환경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작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

4-67

시스템 시연 모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및 AEBS 시스템의 경고 
및 표시 확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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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제어 장치 및 기기

•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설정"을 사용하여 정기점검/유지관리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한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계속 운전하거나 "MENU"를 다시 누르면 정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차량이 기록하는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장 코드가 기록된 경우 디스 플레이가 약 
5초마다 전환됩니다.

고장 코드

MFUG40SH010901

HSA FAILURE

TROUBLE CODE

99
• 고장 상태에 따라 고장 코드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거나  차량 
작동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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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제어 장치 및 기기

"UP" 및 "DOWN" 버튼을 사용하여 확인할 
정기점검/유지관리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항목에서 "ENTER"를 누르면 해당 
항목의 정기점검/유지관리 기간이 확인됩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MFUG40SH011001

MAINT ALERT

ENGINE OIL & FILTER

REMAINING DISTANCE TO
NEXT ENGINE OIL & FILTER
CHANGE

PRESS AND HOLD                TO RESET

14,647 km

FUEL FILTER
T/MISSION OIL
DIFF OIL
SMOOTHER CLUTCH OIL
P/STEERING FLUID

MAINT ALERT

ENTER

ENTER • "정기점검 /유지관리  경고  설정 "을 
사용하여 정기점검/유지관리 기간이 설정 
되지 않은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체 기간 재설정 방법
 1. "ENTER" 버튼을 계속 누르면 "Would 

you like to reset?"이 표시됩니다.
 2. "ENTER" 버튼을 다시 눌러 재설정하면 

디스플레이가 거리 디스플레이로 돌아갑

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RETURN"을 
누릅니다.

MFUG40SH011101

WOULD YOU LIKE TO RESET?

YES

MAINT ALERT

ENTER

NORETURN

REMAINING DISTANCE TO
NEXT ENGINE OIL & FILTER
CHANGE

PRESS AND HOLD                TO RESET

14,647 km

MAINT ALERT

ENTER

Press and hold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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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제어 장치 및 기기

"UP" 및 "DOWN" 버튼을 사용하여 정기점검/
유지관리 기간을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ENTER"를 누르십시오.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설정

• 최초 타이어 정기점검/유지관리 기간 
설정 시 "미설정"이 표시되지만 이 설정을 
60,000 km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MFUG40SH011201

MAINT ALERT

ENGINE OIL & FILTER
FUEL FILTER
T/MISSION OIL
DIFF OIL
SMOOTHER CLUTCH OIL
P/STEERING FLUID

교체 기간 설정 방법
 1. "UP" 및 "DOWN"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교체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2. "ENTER"를 눌러 선택하십시오.

MFUG40SH011301

00,000km

MAINT ALERT

ENG OIL & FILTER

PRESS             TO CHANGEENTER

설정 범위

항목 기본 설정 교체 기간 설정 범위
엔진 오일 및 필터 22,000 km(13,670 마일) 미설정/22,000 km(13,670 마일)
연료 필터 44,000 km(27,341 마일) 미설정/44,000 km(27,341 마일)
변속기 오일 55,000 km(34,176 마일) 미설정/55,000 km(34,176 마일)
디퍼렌셜 기어 오일 50,000 km(31,069 마일) 미설정/50,000 km(31,069 마일)
Smoother 클러치 오일 55,000 km(34,176 마일) 미설정/55,000 km(34,176 마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 55,000 km(34,176 마일) 미설정/55,000 km(34,176 마일)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미설정

미설정/5,000 - 60,000 km(5,000 
km 단위 증감)(3,106 - 37,283 
마일(3,106 마일 단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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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제어 장치 및 기기

"UP" 및 "DOWN"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 또는 
확인할  항목을  선택하고  " E N T E R "를 
누르십시오.

사용자 설정

MFUG40SH011401

USER SETUP

DATE
CLOCK
DISPLAY
FUEL SAVING ADVISOR
COLL WARN SOUND VOL

날짜

설정 방법:
 1. 일 (DAY)을  설정하십시오 .  "UP"  및 

"DOWN"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ENTER"
를 눌러 선택하십시오.

 2. 월 ( M O )을  설정하십시오 .  " U P "  및 
"DOWN"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ENTER"
를 눌러 선택하십시오. 일(DAY)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RETURN"을 누르십시오.

 3. 연도 (YR)를  설정하십시오 .  "UP" 및 
"DOWN"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ENTER"
를 눌러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날짜 설
정 작업이 완료됩니다. 월(MO)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RETURN"을 누르십시오.

MFUG40SH011501

PRESS             TO CHANGEENTER

USER SETUP

01 DAY 06 MO20 16 YR 

시계

설정 방법:
 1. 시간을 설정합니다. "UP" 및 "DOWN"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ENTER"를 눌러 선택
하십시오.

 2. 분을 설정합니다. "UP" 및 "DOWN"을 사
용하여 조정하고 "ENTER"를 눌러 선택하
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 설정 작업이 완료
됩니다 .  시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RETURN"을 누르십시오.

MFUG40SH011601

AM    7:01

USER SETUP

PRESS             TO CHANGEENTER

디스플레이

"UP"  및  "DOWN"을  사용하여  선택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MFUG40SH011701

USER SETUP

CLOCK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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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제어 장치 및 기기

연료 절약 조언
"연료 절약 조언"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기 위한 설정과 모든 "연료 절약 조언"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표시되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P" 및 "DOWN"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MFUG40SH011801

USER SETUP

VEHICLE SPEED: ON-HIGHWAY
VEHICLE SPEED: OFF-HIGHWAY
ENGINE SPEED
RAPID ACCELERATION
RAPID DECELERATION

설정 방법:
차량 사용 패턴에 근거하여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미설정"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연료 절약 
조언이 비활성화됩니다. 
"UP" 또는 "DOWN"을 사용하여 선택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차량간 거리 경고 볼륨 설정
차량간 거리 경고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FUG40SH011901

80km/h

USER SETUP

VEHICLE SPEED:
ON HIGHWAY

PRESS             TO CHANGEENTER

MFUG40SH012001

USER SETUP

COLL WARN SOUND VOL

MUTE LO MED HI

PRESS             TO CHANGEENTER

항목 기본 설정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차량 속도:  
고속도로

110 
km/h(70 MPH)

미설정/ 
20 - 110 km/h(10 - 70 MPH)

4-120
차량 속도:  
비고속도로

110 
km/h(70 MPH)

미설정/ 
20 - 110 km/h(10 - 70 MPH)

엔진 속도 3,500 회전/분 미설정/500 - 9,900 회전/분
급가속 9.9 m/s² 미설정/0.5 - 9.9 m/s²
급감속 9.9 m/s² 미설정/0.5 - 9.9 m/s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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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제어 장치 및 기기

"TRIP A" 또는 "TRIP B" 중에 차량을 환경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운전 중인 정도가 수치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TRIP A"의 주행거리계/구간거리계를 선택하면 
"TRIP A"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TRIP B"를 
선택하면  "TRIP B"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ODO(주행거리계)를 선택하면 "TRIP A"가 
표시됩니다.

ECO 상태 디스플레이

"UP" 또는 "DOWN"을 사용하여 원하는 경고 
시연 항목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및 경고를 사용하여 (약 
5초간) 경고 시연이 수행됩니다.

시스템 시연 모드
MFUG40SH012101

ECO-DRIVING: TRIP A

TRIP 12.3km
DRIVE TIME 1.2H
IDLE TIME 1.2H
FUEL USED 12.3L
FUEL ECO 1.2L/100km
AVE SPEED 12.3km/h

MFUG40SH012201

SYSTEM DEMO MODE

AEBS 1ST WARN DEMO

AEBS 2ND WARN DEMO

AEBS BRAKING WARN DEMO

LDWS WARN DEMO

항목 내용

LDWS 경고 시연 LDWS가 차선 이탈을 감지한 경우 경고 시연

AEBS 1번 경고 시연 AEBS가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도록 유도할 경우 경고 시연

AEBS 2번 경고 시연 AEBS가 브레이크를 자율적으로 부분 작동할 경우  
경고 시연

AEBS 메인 브레이크 경고 시연 AEBS가 브레이크를 자율적으로 완전 작동할 경우  
경고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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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제어 장치 및 기기

안전 벨트 경고등

• 오류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ISUZU 딜러에서 차량 검사/정비를 받으십시오.
[오류]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렸을 때 경고등이 7회 깜박이지 않을 경우

 -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

 - 차량을 주행하는 도중에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 이 경고등은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즉시 꺼집니다.
•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매거나 차량이 정지하면 경고음이 멈춥니다.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점등됩니다.
4인치 MID 장착 모델의 경우 안전 벨트를 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고음(짧은 
반복음)이 울립니다.

SRS 에어백 경고등

이 경고등은 보통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수 차례 깜박이다가 꺼져야 합니다. 
SRS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추돌 발생 시 
프리텐셔너 안전 벨트와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등 및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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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보통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꺼져야 
합니다.
브레이크 오일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오일이 
새거나 전자식 제동 시스템(EBS)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브레이크 오일량이 누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양을 
따르고 EBS가 정상인 경우 가능한 원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 간극이 지정

된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자동 브레
이크 조정기 결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서보 유닛에 결함이 있습니다.

• 이 유압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유압 경고등 AHB / 
브레이크 경고등(적색)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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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제어 장치 및 기기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3초 후에 꺼집니다. 이 경고등은 
다음 조건에서도 켜집니다.
적색으로 켜짐:
 •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거나 샐 경우(연속

음도 울립니다)
 • 브레이크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고장 난 경

우를 포함하여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
이 간극이 과도한 경우(표준 값 초과)

 •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MID에 "LOW AIR 
PRESSURE"도 표시되고 연속음이 울립
니다)

황색으로 켜짐:
 • ABS, ASR, ESC 또는 AEBS 시스템에 비

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경고등(적색/황색) V

04단원-1-v2.indd   70 2020-04-22   오후 4:10:46



4-71제어 장치 및 기기

• 차량이 이동 중일 때 이 경고등이 적색으로 켜지지만 공기압이 정상인 경우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차량이 이동 중일 때 이 경고등이 적색으로 켜지면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고 연속음도 울립니다. 이 경우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차량이 이동 중일 때 이 경고등이 황색으로 켜질 경우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 엔진 시동을 끕니다.
 -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이 때 경고등의 ON/OFF 상태를 확인합니다. 등이 켜졌다가 
정상적으로 꺼지면 이상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ABS, ASR, ESC 및 AEBS)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 위의 조치를 취했을 때 경고등이 꺼지지 않을 경우 차량 시동 및 운전을 시도하십시오. 
차량 속도가 약 15 km/h(9 MPH)에 도달할 때 경고등이 꺼지면 이상이 없습니다.

• 경고등이 켜지지 않거나 꺼지지 않거나 빈번히 켜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점검 및 정비 받으십시오.

• ABS, ASR, ESC 또는 AEBS 시스템에 이상이 있더라도 정상 브레이크 성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 ABS, ASR, ESC 및 AEB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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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제어 장치 및 기기

공기압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보통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꺼져야 
합니다.
공기압이  지정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지 시

MFUG40SH007801

Wait for air pressure to
build up.

LOW AIR PRESSURE

이동 시

MFUG40SH007701

LOW AIR PRESSURE

공기압 부족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공기압이 지정된 압력 아래 지점으로 감소하면 
MID에 이 경고등이 표시되고 연속음이 울립니다. 
이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면 브레이크 
경고등(적색)도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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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제어 장치 및 기기

•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엔진 시동을 끕니다.
 - 다시 엔진 시동을 겁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다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켜졌다 
꺼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켜진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의 검사/정비를 받으십시오.

• ABS에 문제가 있을 경우 브레이크가 일반적인 서비스 브레이크로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단, ABS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황색) V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ASR),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ESC)에 
문제가 있으면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경우에는 
ABS가 작동을 중지하지만 브레이크는 여전히 
일반적인 서비스 브레이크 처럼 작동합니다.

에어 오버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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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제어 장치 및 기기

• EBS 경고등이 켜질 경우 EBS 오작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EBS 오작동이 
발생했더라도 일반 브레이크는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이 때 EBS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더 깊숙이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더 밟아 제동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BS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차량을 멈춘 다음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BS 경고등 V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전자식 제동 시스템(EBS)에 문제가 있으면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8001

Contact an ISUZU dealer.
EBS FAILURE

이동 시

MFUG40SH0079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EBS FAILURE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BS/ABS 시스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이  디스플레이가  표시 
됩니다. "EBS FAILURE"가 표시되면 브레이크 
경고등(적색)도 켜집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에도 이것이 표시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표시될 경우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BS 고장 V

• EBS가 장착된 FSR 모델의 경우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ESC 작동 상태가 
제동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로 전환되고 EBS 경고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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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제어 장치 및 기기

ESC 경고등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ESC 
경고등이 켜졌다가 약 3초 후에 꺼집니다. 이 
경고등은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에 
문제가 있으면 점등합니다. ESC가 작동 중이면 
E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ESC 경고등은 ESC 시스템 내에서 ASR(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 기능만 작동 중인 경우에도 
깜박입니다.
ESC 경고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ESC에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주행 중 ESC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렸을 때 

ESC 경고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 ESC 경고등이 켜지면 ESC/ASR은 작동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주행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켜진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의 검사/정비를 받으십시오.

• ESC 경고등은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켜질 수도 있습니다. 
ESC 경고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ESC 기능이 꺼져 있지만, 잠시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ESC 경고등이 꺼지고 ESC 기능이 재개됩니다. 잠시 주행을 해도 ESC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EBS가 장착된 FSR 모델의 경우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ESC 작동 상태가 
제동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로 전환되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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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꺼져야 합니다.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엔진  구성품을 
윤활하는 엔진 오일의 압력이 비정상적이면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즉시 
세웁니다.

• 윤활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LDWS 경고등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3초 이후에 꺼지며, 이는 정상 
작동입니다. 
LDWS가 꺼졌거나 LDWS 오작동 시에도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  LDWS가  꺼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려도 켜지지 않는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LNUH40SH0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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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제어 장치 및 기기

정지 시

MFUG40SH004701

Check the engine oil level.
If normal and no leakage,
contact an ISUZU dealer.

ABN. OIL PRESSURE

이동 시

MFUG40SH0046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ENGINE OIL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엔진 오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거나 메인 
오일 필터가 막힌 경우 이 경고가 표시됩니다.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엔진 오일 압력 이상 경고

• 엔진을 재시동했지만 시동 후 꺼질 때 이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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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제어 장치 및 기기

엔진 과열 경고등

엔진이 과열되면 MID에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적색  구역으로  이동하고  MID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나타나며 경고음이 동시에 울립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엔진 냉각수가 고온인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캡이나 보조 탱크 캡을 열지 마십시오. 
부주의하게 열면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냉각수로 
인해 끓는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만 
냉각수의 검사, 보충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주행하면 엔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과열된 엔진의 시동을 바로 끄지 마십시오. 엔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엔진 과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4301

OVERHEAT
Shut the engine after cooling,
and inspect the coolant water.
Do not remove the cap of sub
tank at high temp to avoid injury.

이동 시

MFUG40SH0042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OVER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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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및 필터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엔진 오일 및 필터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하거나, 다음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교체 
없이 주행한 거리입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엔진 오일 및 필터 표시등(황색)이 켜지면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다음 검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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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엔진 오일 및 필터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ENG OIL & FILTER"(황색)가 표시 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8501

ENG OIL & FILTER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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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량 점검 경고등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후 약 8초 뒤에 엔진 오일량 점검 경고등이 켜지는지 
점검합니다. 

• 엔진 오일량 점검 경고등이 MID에 나타나면 오일 딥스틱을 사용하여 엔진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량 점검]
• 차량을 평지에 주차한 상태로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 엔진을 구동한 경우에는 엔진 시동을 끈 후 20 - 30분간 기다렸다가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엔진 오일량이 과도하게 부족하면 이 경고등이 
MID에 나타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7001

Low engine oil level.
Check the engine oil
level and refill.

ENGINE OIL LEVEL

이동 시

MFUG40SH006901

ENGINE OI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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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클리너 표시등

다음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청소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청소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7201

AIR CLEANER
Clean or replace the air
cleaner element.

이동 시

MFUG40SH007101

AIR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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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제어 장치 및 기기

발전기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꺼져야 합니다.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예: 팬 
벨트가 헐겁거나 파손된 경우).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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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충전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MID에 이것이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거나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표시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비정상 충전

• 엔진을 재시동했지만 발전기가 발전을 시작한 후 꺼질 때 이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지 시

MFUG40SH006501

Check the condition of the
driver belts. The battery may
go flat. Contact  an ISUZU
dealer.

ABNORMAL CHARGING

이동 시

MFUG40SH0064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ABNORMAL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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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점검 경고등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5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엔진을  시동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경고등이 다시 켜지거나 깜박입니다. 엔진을 
시동한 후 이 경고등이 꺼집니다.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전자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 이 경고등이 주행 중에 간헐적으로 점등하거나 계속 점등된 상태로 있다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견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ISUZU 딜러에 시스템 정비를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정비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배기 가스 제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비와 주행 성능도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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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제어 장치 및 기기

SVS 표시등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

이 경고등은 물 분리기(연료 필터)에서 배수가 
필요할 때 MID에 나타납니다. 
"연료 필터에서 물 배출"의 지침에 따라 물을 배수 
합니다. 경고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표시되면  즉시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하십시오 .  MID에  이  경고등이 
표시되는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연료 분사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VS 표시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고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켜져 
전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표시등은 엔진 시동을 걸면 꺼집니다.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된  모델에서는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하며, 15초 간 점등 상태를 유지 
하다가 3회 깜박인 후 꺼집니다.
작동 중에 이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박일 경우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해 검사를 받으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6701

Drain water collected in the
water separator.

WATER SEPARATOR

이동 시

MFUG40SH0066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WATER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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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제어 장치 및 기기

Smoother 경고등 SA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Smoother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이 경고등이 깜박여야 하며,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으면 꺼져야 합니다. 
이 경고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거나 주행 중에 
켜지면  Smoo the r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주행하는 도중에 이 경고등이 깜박이면 Smoother 오일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교통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웁니다.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다시 주행하지 마십시오. 

• 이 Smoother 경고등이 켜지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작동 시 차량 움직임이 비정상적이 될 수도 있는데, 초저속에서 속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재 플랫폼으로 올바르게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량을 작동하고 지체 없이 인근 ISUZU 
딜러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크립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단 또는 저단으로 변속이 불가능합니다

 - 클러치 타이밍이 정상일 때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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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제어 장치 및 기기

과속 경고등

차량 속도가 MID의 "SPEED WARNING" 
화면에서 설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디스플레이에 
이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변속기 오일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변속기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 
하거나, 다음 변속기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 
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계속 
주행한 거리입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변속기 오일 표시등(황색)이 켜지면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다음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
거나 예정된 경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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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제어 장치 및 기기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변속기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T/MISSION OIL"(황색)이 표시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8701

T/MISSION OIL

CHANGE DUE

디퍼렌셜 오일 표시등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디퍼렌셜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DIFF OIL"(황색)이 표시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8801

DIFF OIL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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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제어 장치 및 기기

Smoother 클러치 오일 표시등 SA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Smoother 클러치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하거나, 다음 Smoother 클러치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계속 주행한 
거리입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MID에 Smoother 클러치 오일 표시등(황색)이 
나타나면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다음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
된 경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클러치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SMOOTHER CLUTCH OIL"(황색)이 표시 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8901

SMOOTHER CLUTCH OIL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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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제어 장치 및 기기

연료 필터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연료 필터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하거나, 
다음 연료 필터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필터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계속 
주행한 거리입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연료 필터 표시등(황색)이 켜지면 ISUZU 딜러 
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다음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
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연료 필터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 
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FUEL FILTER"(황색)가 표시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8601

FUEL FILTER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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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제어 장치 및 기기

파워 스티어링 오일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파워 스티어링 오일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하거나 ,  다음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오일 교체 시기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계속 주행한 거리입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이미 
도래한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표시등(황색)이 켜지면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다음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
된 경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P/STEERING FLUID"(황색)가 표시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MFUG40SH009001

P/STEERING FLUID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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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제어 장치 및 기기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정기점검/유지관리 화면을 
선택하거나, 다음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이 거의 
도래했거나 예정된 경우 MID에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거리는 다음 타이어 교체/
위치 교환까지 남은 거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시기를 지나 계속 주행한 거리입니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MID 선택 노브를 잠시 누르거나 
차량을 출발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MID에 계속 
표시됩니다.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표시등(황색)이 점등되면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위치를 교환해 주십시오. 

(다음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이 거의 도래했거
나 예정된 경우 황색으로 켜집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RETUR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끄십시오.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릴 때까지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TIRE REPLACEMENT"(황색)가 표시되면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위치를 교환해 주십시오.

MFUG40SH009101

TIRE REPLACEMENT

CHANG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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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제어 장치 및 기기

캡 기울임 경고등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캡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을  경우  MID에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 캡 기울임 경고등이 표시된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캡이 진동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캡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901

CAB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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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제어 장치 및 기기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 V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보통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3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원격 높이 조절 장치의 전원 스위치 " "를 
누르면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원격 높이 조절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이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 높이가 주행 
수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에어 탱크 압력을 
높여 차량 높이를 복구하십시오. 높이 조절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위치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속도가 20 km/h(12 MPH)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멈추고 원격 조절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은 다음 차량이 주행 
높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고등이 계속 
깜박일 경우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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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제어 장치 및 기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고 원격 높이 
조절 장치의 전원 스위치 " "를 누르면 MID에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 작동 중 V

MFUG00SH010101

HEIGHT CONTROL

• 차량 높이 조정을 위한 원격 조절 장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차량 높이가 주행 높이로 설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  차량을  멈추고  에어  탱크 
공기압을 높여 차량 높이를 복구하 십시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충분한 주행 높이에 있지 
않으면 MID에 이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이 경고등이 표시되면 에어 탱크 공기압을 충분히 
높여 차량을 적절한 높이로 되돌리십시오. 이 
디스플레이가 꺼진 후 주행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차량 높이 경고등 V

MFUG00SH010201

AIR SUS.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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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제어 장치 및 기기

후방 안개등 표시등

후방 안개등을 점등하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방향 지시등 및 위험 경고 점멸 표시등

시동 스위치가 아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 스위치가 작동되면 이 표시등 중 하나가 
깜박입니다.
위험 경고등 스위치를 작동하면 시동 스위치의 
위치와 관계 없이 두 표시등이 모두 깜박입니다.

• 전구가 끊어진 경우 이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으며, 와트수가 맞지 않는 전구를 사용할 경우 
표시등이 비정상적으로 깜박일 수 있습니다. 

상향등 표시등

전조등을 상향등에 놓거나 상향등 점멸(추월 
신호)을 위해 켤 경우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표시등 라이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조명 제어 스위치를 " " 또는 " " 위치로 
돌리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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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제어 장치 및 기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면 이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 이 경고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주차 
브레이크가 반드시 확실하게 걸린 것은 
아닙니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충분 
하게 당겨 올려 잠가야 합니다.

•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당겨진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배기 브레이크를 체결하면 이 표시등이 점등 
됩니다.

•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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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제어 장치 및 기기

HSA 표시등 V

• HSA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을 
분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HSA 경고등(황색) 및 HSA 표시등(녹색)이 그 
순서로 켜졌다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약 3초 후 꺼지면 작동이 정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HSA 시스템이 작동 중이면 HSA 표시등(녹색)이 
켜집니다.(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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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제어 장치 및 기기

HSA 경고등 V

• HSA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을 분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HSA 경고등(황색) 및 HSA 표시등(녹색)이 그 
순서로 켜졌다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약 3초 후 꺼지면 작동이 정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HSA가 작동 중이면 다음의 경우 경고등 색상이 
황색으로 변합니다.
 • 운전석을 비어 있는 상태로 놓아둘 경우
 • HSA 작동이 장시간 계속된 경우
 • 차량 움직임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도  경고등  색상이  황색으로 
변합니다.
 • HSA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황색)

• EBS가 장착된 FSR 모델의 경우 HSA가 작동 중일 때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ESC 작동 상태가 제동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로 
전환되고 HSA 경고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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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제어 장치 및 기기

ESC OFF 표시등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ESC OFF 
표시등이 켜졌다가 약 3초 후에 꺼집니다. 표시 
등이 꺼지면 ESC OFF 기능이 정상인 것입니다. 
엔진 시동을 건 후 ESC를 취소하고 싶으면 ESC 
OFF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ESC OFF 표시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ESC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주행 중에 ESC OFF 표시등이 켜질 경우

(ESC OFF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렸을 때 

ESC OFF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ASR 표시등

A S R이  활성화되면  M I D에  이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ESC 경고등도 깜박입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701

AS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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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제어 장치 및 기기

AEBS OFF 표시등 V

이 표시등이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3초 후에 꺼지면 정상입니다.
AEBS OFF 스위치를 누르면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 또는 오작동 
이나 AEBS 오작동으로 인해 AEBS 기능이 멈출 
경우에도 켜집니다.
AEBS 기능을  멈추지  않았는데도  이  등이 
켜지거나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았는데도 
이 등이 켜지지 않으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HCUF00SH028301

• 엔진 스톨로 인해 또는 공회전 정지 시스템을 통해 엔진이 멈춘 후 엔진을 재시동할 때 
AEBS OFF 표시등이 잠시 켜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 EBS가 장착된 FSR 모델의 경우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ESC 작동 상태가 
제동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로 전환되고 AEBS OFF 
표시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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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제어 장치 및 기기

ECONO 모드 표시등 SA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ECONO 모드를 선택하면 이 표시등이 점등 
됩니다.

예열 시스템 표시등

예열 스위치를 누르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엔진이 예열됩니다.

예열 플러그 표시등

이 표시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예열이 완료되면 꺼집니다. 이 표시등이 
꺼지면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단, 엔진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는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등은 약 1-1/2 - 10초간 켜지며 엔진 
냉각수 온도가 10°C(50°F) 이상일 경우 1/2초간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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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ON" 위치에 두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표시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5초 후에 꺼집니다.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표시등은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작동해 
차량 속도를 설정한 후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 진입하면 점등됩니다.
이 표시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5초 후에 꺼집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1단 출발 모드 표시등 SA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져야 합니다. 
1단 출발 모드를 선택하면 이 표시등이 점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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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제어 장치 및 기기

액세서리 공기압 부족 경고등

액세서리  라인  공기압이  최소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주행 중에 이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교통을 피해 
안전하게  도로를  벗어나십시오 .  그런  다음 
액세서리 라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 
시오.

디퍼렌셜 록 스위치를 "ON" 위치에 두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디퍼렌셜 록 표시등 V

PTO 표시등 V

PTO 스위치를 누르면 MID에 이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LNU7Z0SH0086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801

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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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제어 장치 및 기기

DPD 표시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에 "AUTO REGEN." (녹색) 메시지가 
나타나면 DPD가 자동 재생 중인 것입니다.
재생은 자동으로 시작되며, 재생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운전자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PUSH DPD SWITCH”(황색) 메시지가 
깜박이면 DPD에 수동 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MID에 "MANUAL REGEN." (황색) 메시지가 
나타나면  DPD의  수동  재생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MID에 “CHECKING PM LEVEL”(황색)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D P D  스위치를 
누릅니다.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선택 
재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시스템이 선택 재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디스플레이에서 “PUSH 
DPD SWITCH” 메시지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가 “PUSH DPD SWITCH”로 변경 
되지 않으면 선택 재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녹색)

(황색)

(황색)

(황색)

• 차량이 PTO 장착 모델인 경우 PTO를 장시간 사용할 때 “PUSH DPD SWITCH”(황색) 
메시지가 깜박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긴 엔진 공회전 중에는 MID에 "AUTO REGEN." (녹색)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스템이 DPD 재생을 자동으로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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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제어 장치 및 기기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에 "AUTO REGEN. ON"(녹색) 메시지가 
나타나면 DPD가 자동 재생 중인 것입니다.
재생은 자동으로 시작되며, 재생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운전자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PUSH DPD SWITCH”(황색) 메시지가 깜박 
이면 DPD에 수동 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지 시

MFUG40SH007601

AUTO REGEN. ON
Regen ends automatically.
No need to switch off.

이동 시

MFUG40SH007501

AUTO REGEN. ON

정지 시

MFUG40SH006101

PUSH DPD SWITCH

이동 시(느린 점멸)

MFUG40SH006001

DPD REGEN. NEEDED

이동 시(빠른 점멸)

MFUG40SH012501

DPD REGEN. NEEDED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MID에 "DPD MANUAL REGEN. ON"(황색) 
메시지가 나타나면 DPD의 수동 재생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MFUG40SH006201

DPD MANUAL REGEN. ON
Remain stopped until regen
completes.

R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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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제어 장치 및 기기

MID에 “CHECKING PM LEVEL”(황색)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DPD 스위치를 누릅니다.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선택 재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시스템이 선택 재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디스플레이에서  “PUSH DPD 
SWITCH” 메시지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가 "DPD REGEN CHECK"로 변하면 
수동 DPD 재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MFUG40SH006301

CHECKING PM LEVEL

MFUG40SH004101

DPD REGEN NOT
NEEDED

DPD REGEN CHECK

• 차량이 PTO 장착 모델인 경우 PTO를 장시간 사용할 때 “PUSH DPD SWITCH”(황색) 
메시지가 깜박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긴 엔진 공회전 중에는 MID에 "AUTO REGEN. ON"(녹색) 또는 "DPD MANUAL 
REGEN. ON"(황색)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스템이 DPD 재생을 자동으로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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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제어 장치 및 기기

연료 부족 경고등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탱크 안의 연료량이 
과도하게 부족해질 경우 MID에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 연료 부족 경고등이 MID에 나타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 차량의  연료가  고갈되면  시스템을 
블리딩해야 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6801

LOW FUEL

LDWS 고장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LDWS에 고장이 발생하면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MID)에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LDWS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됩니다 .  “LDWS FAILURE” 
경고등(황색)이 표시되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LNUF40SH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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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청소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LDWS 차선 감지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가 
오염되었으면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LDWS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 
됩니다.

LNUF40SH001001

• “CLEAN UP CAMERA” 경고 메시지(황색)가 표시되면 차선 감지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를 청소하십시오.

• 차선 감지 카메라는 미러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AdBlue®(요소수) 부족 경고등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하면 MID에 이 
경고가 표시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두고 AdBlue® 

(요소수)를 최대 수위까지 주입합니다. 이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MID의 경고가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55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amount of 
AdBlue becomes low.
Fill up with AdBlue.

AdBlue LEVEL LOW

이동 시

MFUG40SH005401

AdBlue LEVEL LOW 

04단원-1-v2.indd   110 2020-04-22   오후 4:10:51



4-111제어 장치 및 기기

• 이 차량에서는 배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AdBlue®(요소수)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AdBlue®(요소수)를 소비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 엔진 토크가 감소됩니다.   
엔진 토크가 감소된 경우 AdBlue®(요소수) 보충량이 너무 적으면 엔진 토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AdBlue®(요소수)를 3.0 리터 이상 보충하십시오.

AdBlue®(요소수) 보충 경고등

AdBlue®(요소수) 잔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MID에 AdBlue®(요소수) 재공급 경고가 켜진 
후에도 AdBlue®(요소수)를 보충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할 경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53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 the AdBlue refill
warning on.

FILL UP AdBlue

이동 시

MFUG40SH005201

FILL UP Ad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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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lue®(요소수) 잔량이 부족하면 엔진 토크가 제한됩니다. AdBlue®(요소수)가 고갈되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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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토크 감소 경고등

AdBlue®(요소수) 보충 경고등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AdBlue®(요소수)를 보충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주행하면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MID)에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 이 경고등이 켜지면 AdBlue®(요소수)를 
3.0리터 이상 보충하십시오.

• 이 경고등이 나타나면 엔진 토크가 최대 
출력의 75%로 제한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97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out
AdBlue refilled despite of
the AdBlue refill warning.

TORQUE REDUCTION

이동 시

MFUG40SH009601

TORQU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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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경고등

엔진  토크  감소  경고등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AdBlue®(요소수)를 보충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주행해 AdBlue®(요소수) 잔량이 
레벨 0이 된 경우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 이 경고등이 켜지면 AdBlue®(요소수)를 
7.0리터 이상 보충하십시오.

• 이 경고등이 나타나면 차량 최고 속도가 
20 km/h로 제한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9501

This warning appears when
the vehicle is driven with
AdBlue level remaining 0
despite of the engine torque
reduction warning.

SPEED LIMIT

이동 시

MFUG40SH009401

SPEED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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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AdBlue®(요소수) 경고등

지정된 AdBlue®(요소수)가 아닌 액체 등을 
주입하거나 물 등의 액체로 AdBlue®(요소수)를 
희석한 경우에는 MID에 AdBlue®(요소수) 품질 
비정상 경고가 표시되고 엔진 점검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됩니다. 
이 경고가 표시되었다면 요소 SCR 시스템이 
손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요소  SCR 시스템을  검사 /정비 
받으십시오.

• 이 경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엔진 토크가 
감소됩니다.   
또한  토크가  감소된  상태  에서도  이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차량 속도가 최대 
20 km/h로 제한됩니다.

엔진 점검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51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wrong AdBlue is added.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INCORRECT AdBlue

이동 시

MFUG40SH005001

INCORRECT Ad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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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배기 장치 고장 경고등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경우 MID에 
이 경고가 표시되고 엔진 점검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됩니다. 이 경고가 표시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엔진 점검 경고등

• 이 경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엔진 토크가 
감소됩니다.   
또한  토크가  감소된  상태  에서도  이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차량 속도가 최대 
20 km/h로 제한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9901

This warning appears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emission control system.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CRITICAL EMISSION FAIL

이동 시

MFUG40SH009801

CRITICAL EMISSIO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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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lue®(요소수) 분사 시스템 경고등

요소 SCR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경우 MID에 이 
경고가 표시되고 엔진 점검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됩니다. 
AdBlue® (요소수) 분사 시스템 비정상 경고가 
표시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요소 SCR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요소 SCR 시스템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엔진 점검 경고등

• 이 경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엔진  토크가 
감소됩니다.   
또한 토크가 감소된 상태에서도 이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차량 속도가 최대 20 km/
h로 제한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57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SCR system. Please have it
checked at the ISUZU Dealer.

AdBlue INJ. SYSTEM

이동 시

MFUG40SH005601

AdBlue INJ.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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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lue®(요소수) DOS 오작동 경고등 

AdBlue®(요소수) 소비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MID에 이 경고가 표시되고 엔진 점검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됩니다.

엔진 점검 경고등

• AdBlue®(요소수) 소비량 비정상 경고가 
표시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요소 SCR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요소 SCR 시스템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 이 경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엔진  토크가 
감소됩니다.   
또한 토크가 감소된 상태에서도 이 차량을 
계속  작동하면  차량  속도가  최대 
20km/h로 제한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5901

This warning appears with
the check engine warning
when an abnormality
occurs to the AdBlue
consumption.

AdBlue DOS. MALFUNC.

이동 시

MFUG40SH005801

AdBlue DOS. MAL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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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제어기 통신망(CAN) 시스템 오류

계기판이 연결된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MID에 나타납니다.
CAN 오류가 발생하면 엔진 냉각수 온도계가 
작동을 중지하고 계기판의 경보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시키고 엔진 시동을 
껐다가 다시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도 나타나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4901

Shut the engine and restart.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CAN FAILURECAN

이동 시

MFUG40SH004801

DRIVE TO A SAFE AREA
AND PARK THE VEHICLE.

CAN

주차 브레이크 켜짐 경고등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MID에  "Park  b rake  ON"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차량을 멈추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다음 차량을 다시 운전 하십시오.

MFUG00SH010001

PARK BRAK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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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절약 조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차량 속도가 "연료 절약 조언"을 위한 "차량 속도: 
비고속도로" 또는 "차량 속도: 고속도로"에서 
설정한 속도에 도달하거나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표시됩니다. 차량 속도가 설정 값 아래일 경우 
사라집니다.

MFUG40SH008401

FUEL SAVING ADVISOR

REDUCE VEH SPEED!

엔진 속도가 "연료 절약 조언"을 위한 "엔진 
속도"에서 설정한 값에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할 경우 표시됩니다. 엔진 속도가 설정 값 
아래일 경우 사라집니다.

MFUG40SH008301

FUEL SAVING ADVISOR

REDUCE ENG SPEED!

가속도가 "연료 절약 조언"을 위한 "급가속"에서 
설정한 값에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할 경우 
표시됩니다. 가속도가 설정 값 아래일 경우 
사라집니다.

MFUG40SH008101

FUEL SAVING ADVISOR

RAPID ACCELERATION!

차량 감속도가 "연료 절약 조언"을 위한 "급감속" 
에서 설정한 값에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할 
경우 표시됩니다. 감속도가 설정 값 아래일 경우 
사라집니다.

MFUG40SH008201

FUEL SAVING ADVISOR

HARD 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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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부저 패턴
위치

조건캡 
내부

캡 외부

브레이크 시스템 AHB 연속음 • ×
브레이크 오일량이 너무 부족할 때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었습니다.

공기압 부족 연속음 • ×
공기압이 사양 아래일 때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었습니다.

엔진 과열 연속음 • × 엔진이 과열되었습니다.

후진 V 긴 반복음 • • 기어 변속 레버가 “R” 위치에 
있습니다.

파워 캡 틸트 작동 중 V 긴 반복음 × •

캡을 위로 기울이기 위해 펌프 레버가 
"UP"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캡을 내리기 위해 펌프 레버가 
"DOWN(주행)"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높이 조절 V 긴 반복음 • • 리모컨 장치의 "UP/DOWN" 스위치 
작동 후 차량 높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켜짐 연속음 • ×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안전 벨트 알림 부저 V 짧은 반복음 • ×

안전 벨트를 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DPD 수동 재생 
짧은 단음  
3개 • ×

“PUSH DPD SWITCH” 메시지가 
깜박입니다.

경사로 출발 보조(HSA) 
V

4-173 
페이지 참조. * × 4-173 페이지 참조

Smoother SA
4-158 
페이지 참조. * × 4-158 페이지 참조

LDWS 4-209 
페이지 참조. * × 4-209 페이지 참조

차량간 거리 경고 V
4-220 
페이지 참조. * × 4-220 페이지 참조

AEBS V
4-228 
페이지 참조. * × 4-228 페이지 참조

•: 길게 지속되는 경고  ×: 경고 없음  *: "조건" 열 참조.

경고음

경고음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울립니다.

04단원-1-v2.indd   121 2020-04-22   오후 4:10:52



4-122 제어 장치 및 기기

•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검사해야 합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Smoother 모델의 경우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경고음이 약 1초간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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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제어 장치 및 기기

● 시동 스위치 4-124

● 공회전 제어 노브 4-125

● 예열 스위치 4-127

● 콤비네이션 조명 제어 스위치 4-128

●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V 4-131

● 전방 안개등 스위치 4-131

● 후방 안개등 스위치 4-132

● 비상 경고등 스위치 4-132

●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4-133

● 디퍼렌셜 록 스위치 V 4-135

● 앞유리 와이퍼 및 앞유리 워셔 스위치 4-136

● 혼 버튼 4-138

● 출발 보조 스위치 V 4-139

● 리모컨 미러 스위치 V 4-139

● 미러 히터 스위치 V 4-140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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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제어 장치 및 기기

시동 스위치

• 주행 중에는 절대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키가 스위치에서 빠져 
조향핸들이 잠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먼지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키를 그대로 사용하면 시동 스위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키를 
꽂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을 키에서 닦아 내십시오.

• 엔진 시동을 건 후에는 시동 스위치를 “START” 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시동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전자 장치를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수 있습니다. 

LNU740SH001501

시동 스위치

LOCK :    이 위치에서는 키를 꽂거나 뽑을 수 
있습니다.   
키를  빼고  나서  조향핸들이  잠길 
때까지 조향핸들을 돌립니다. 도난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조향핸들이 
잠깁니다.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으려면 “ACC” 위치에서 
키를 눌러 고정한 상태에서 “LOCK” 
위치로 돌립니다. 

ACC :    이  위치에서는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로 오디오 및 기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는 키가 이 
위치에 유지됩니다. 이 위치는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을 예열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START :    이 위치에서는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즉시  키를 
놓으십시오. 키가 자동으로 “ON” 
위치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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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제어 장치 및 기기

MFUG40SH013201

공회전 제어 노브

공회전 제어 노브

이 노브는 엔진을 예열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속 페달을 사용할 필요 없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엔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엔진 예열에 사용한 후에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이 위치에 유지합니다.

우측 핸들

좌측 핸들

MFU8Z0SH042101

MFUE40SH012801

• 키를 “LOCK” 위치에서 “ON” 위치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조향핸들을 가볍게 
좌우로 돌리면서 키를 돌려보십시오.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엔진을 
구동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시동 및 예열할 때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재생 중에 
미립자 물질(PM)의 연소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백색 연기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해 수동 재생을 
실시하십시오.

경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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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제어 장치 및 기기

• 공회전 제어 노브는 엔진 공회전 시 히터 
및/또는 서리 제거기 효율을 높이거나 
엔진 공회전 속도를 수동으로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 공회전  제어  노브의  작동  범위는 
300°입니다. 이 범위 이상으로 노브를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차량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FU8Z0SH017401

• 엔진이 거칠게 구동되면 공회전 제어 노브를 사용해 출발 시 엔진을 안정화하십시오.
• 엔진을 가속하기 위해 공회전 제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면 DPD의 수동 재생 시 
엔진 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십시오.

경고(계속)
• 공회전 제어 노브를 최저 속도 위치로 
되돌리지 않고 고속 위치에 그대로 두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 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이후 주행 시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거나 클러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잊지 말고 
공회전 제어 노브를 최저 속도 위치로 
완전히 돌려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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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제어 장치 및 기기

예열 스위치

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낮은  온도에서  엔진 
냉각수를 좀 더 빠르게 예열해 히터 및/또는 서리 
제거기의 능률을 높이거나 차량 주차 시 히터의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고 예열 스위치를 누릅니다. 
계기판의 예열 시스템 표시등이 켜지고 엔진이 
신속하게 예열됩니다.
엔진이 예열되고 나면 스위치를 다시 눌러 예열 
시스템을  “OFF”  위치로  합니다 .  표시등이 
꺼집니다.

• 시스템 온도가 충분히 높거나, 엔진 온도가 
충분히 높거나, 차량을 이미 주행 중이면 
예열 스위치를 눌러도 예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차량에 공회전 제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이 노브를 사용해 엔진 속도를 1,000 
r/분 이상으로 높이면 예열 시스템의 
작동이  해제됩니다 .  이  경우는  예열 
스위치를 눌러 예열 시스템 표시등이 
켜져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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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제어 장치 및 기기

콤비네이션 조명 제어 스위치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조명 
제어 스위치를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위치로 
돌리면 해당 조명이 점등됩니다. 

• 조명이 켜져 있을 때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  이외의  위치에  놓으면  조명이 
꺼집니다. 

명칭
위치

전조등

OFF

OFF

ON
ON

차폭등

ON
미등

번호판등

조명등 제어
전방 끝 윤곽 표시등
후방 안개등 OFF OFF
주간 주행등* ON OFF

*  주간 주행등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점등됩니다.
1) 엔진 시동이 걸린 경우 2) 조명 제어 스위치가 "  (off)" 위치에 있는 경우 3)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된 경우

조명 제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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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제어 장치 및 기기

상향등과 하향등 사이 전환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상향등과 하향등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앞으로 이동하면 상향등이 선택되고, 
레버를 뒤로 이동하면 하향등이 선택됩니다. 
전조등이 상향등 상태인 동안에는 계기판에 
상향등 표시등이 점등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동일  차선의  전방에  차량이  있거나 
맞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하향등을 사용하십시오. 

상향등 점멸(추월 신호)
조명 제어 스위치 레버를 가볍게 당겼다 놓으면 
상향등이 켜졌다 꺼집니다. 동시에 계기판의 
상향등 표시등이 켜졌다 꺼집니다. 이 기능은 
추월시 다른 차량에게 이를 알리는 신호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단원-1-v2.indd   129 2020-04-22   오후 4:10:53



4-130 제어 장치 및 기기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레버를 올리거나 내려 
방향 지시등을 점멸합니다.

방향 지시등 스위치

• 방향 지시등은 시동 스위치가 "ACC" 
또는 "LOCK" 위치에 있어도 켜집니다.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장시간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어 엔진 시동을 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조향핸들을 조금만 돌린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수동으로 끄십시오. 추월할 때나 차선을 
변경할 때는 레버를 가볍게 위나 아래로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레버를 위나 아래로 누른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방향 지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레버를 놓으면 중립 위치로 레버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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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제어 장치 및 기기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V

전조등의 조사각은 4가지 각도로 조정 가능 
합니다. 화물 적재로 인해 전조등의 조사각이 
올라가면 이 기능을 통해 조사각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으면 스위치를 
최상단 위치에 설정해야 합니다. ("0" 위치)

• 조사각을 과도하게 낮추지 마십시오.  
조사 범위가 작아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FU8Z0SH070101

전방 안개등 스위치

조명 제어 스위치가 " " 또는 " "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방 안개등이 
켜지고 전방 안개등 표시등이 켜집니다. 조명을 
끄려면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전방 안개등은 안개에 갇혀 있는 상황과 같이 
전방 가시성이 열악할 때 유용합니다.

• 전방 안개등 전구를 교체할 때는 지정된 
와트수보다 큰 와트수의 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선이 탈 수 있습니다.

MFU8Z0SH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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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제어 장치 및 기기

후방 안개등 스위치

조명 제어 스위치를 " " 위치에 놓으면 후방 
안개등이 켜지고 후방 안개등 표시등이 켜집니다. 
이 기능은 안개가 낀 상황과 같이 가시성이 
열악할 때 사용하십시오.

• 후방 안개등 전구를 교체할 때는 지정된 
와트수보다 큰 와트수의 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선이 탈 수 있습니다.

비상 경고등 스위치

비상 경고등은 사고나 구성품 고장으로 인해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놓은  상태임을  다른 
차량에게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시동 스위치의 위치와 관계 없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방향 지시등과 방향 지시등 표시등이 
깜박여 비상 상황임을 알립니다. 비상등을 끄려면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장시간 비상 경고등을 작동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어 엔진 시동을 다시 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LNU740SH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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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주행 중에 배기 브레이크를 작동하려면 레버를 
뒤로 당깁니다.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이 켜집니다. 
배기 브레이크를 해제하려면 가속 페달이나 
클러치 페달(차량이 수동 변속기 차량인 경우)을 
밟으면  됩니다 .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기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됩니다.
 • 차량에 Smoother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는 기어 변속 시 또는 차량이 정지되기 전 
엔진 감속 시 배기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기어 변속이 완료되거나 엔진 속도가 충분
히 증가되면 배기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됩
니다. 

•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 중일 때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하게 차량을 세우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해  검사를 
받으십시오.

•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다져진 눈으로 
덮였거나, 얼었거나, 젖은 노면)에서 배기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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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제어 장치 및 기기

배기 브레이크 작동 불능 조건
다음 조건에서는 배기 브레이크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 가속 페달 또는 클러치 페달(수동 변속기 모델)을 밟을 경우
 •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 경우
 • 차량이 5 km/h(3 MPH)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이거나 엔진 속도가 배기 브레이크가 체결되

지 않는 값으로 떨어질 경우
 • 기어 변속 시(Smoother 모델)

• ABS가 작동되면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고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이 켜져 
있어도 배기 브레이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돌출물 위를 통과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배기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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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제어 장치 및 기기

구동축에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타이어가 
진흙 또는 모래가 많은 노면, 얼어 있고 경사진 
노면 또는 기타의 미끄러운 노면에 있을 경우에만 
디퍼렌셜 록를 사용하십시오.
디퍼렌셜 록를 체결하려면 디퍼렌셜 록 스위치의 
"ON" 쪽을 누르십시오. 디퍼렌셜 록 표시등이 
켜집니다. 디퍼렌셜 록 유형에 따라서는 디퍼렌셜 
록 시스템이 체결된 후에 디퍼렌셜 록 표시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디퍼렌셜 록를 분리하려면 
스위치의 "OFF" 쪽을 누르십시오. 
디퍼렌셜 록 표시등이 꺼집니다. 

디퍼렌셜 록 스위치 V

• 디퍼렌셜 록를 사용하지 않고 후방 휠이 
반복적으로  헛돌도록  허용하면 
디퍼렌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퍼렌셜 록를 체결하려면 차량을 멈춘 
다음 디퍼렌셜 록 스위치의 "ON" 쪽을 
누르십시오.

• 디퍼렌셜 록가 체결된 상태에서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증가합니다.

• 필요하지  않은  한  디퍼렌셜  록를 
체결하지 마십시오. 마른 포장 도로에서 
디퍼렌셜 록를 사용하면 타이어 마모를 
촉진하고 소음 및 진동을 증가시키며 
디퍼렌셜 록 시스템 손상을 유발합니다.

디퍼렌셜 록 표시등
MFUF40SH000601

04단원-1-v2.indd   135 2020-04-22   오후 4:10:54



4-136 제어 장치 및 기기

앞유리 와이퍼 및 앞유리 워셔 스위치

앞유리 와이퍼 및 워셔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MFU8Z0SH076401

앞유리 워셔 스위치에는 각 와이퍼 작동 상태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있습니다.

레버 위치 ― =

와이퍼 상태 정지 간헐 작동(가랑비) 저속(보통 비) 고속(폭우)

앞유리 와이퍼 스위치

• 모터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면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 와이퍼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리고 몇 분 후에 와이퍼가 정상 
작동을  재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와이퍼의  작동이  빈번하게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와이퍼를 작동하기 전에 와이퍼 고무가 
앞유리에 들러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합니다. 와이퍼 고무가 앞유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하면 
와이퍼가  부러지거나  와이퍼  모터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앞유리 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앞유리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의 유리 
표면에서 와이퍼를 작동할 때는 항상 
앞유리 워셔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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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제어 장치 및 기기

이 스위치를 누르면 앞유리 워셔액이 앞유리에 
분사됩니다. 차량에 앞유리 와이퍼 간헐 작동 
기능이 장착된 경우 와이퍼도 작동됩니다.
앞유리 워셔는 앞유리를 청소할 때 사용됩니다. 

앞유리 워셔 스위치

• 충분한 양의 앞유리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는다면 즉시 스위치를 놓으십시오. 앞유리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30초 이상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워셔 펌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앞유리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는다면 즉시 앞유리 워셔 스위치를 놓으십시오. 모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워셔액이 동결되지 않도록 계절에 적합한 
농도의 워셔액을 사용하십시오. 

• 기온이 매우 낮을 경우 워셔액이 분사된 
후 앞유리에 얼어붙어 전방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유리 워셔를 
사용하기 전에 앞유리를 예열하십시오. 

MFU8Z0SH07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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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제어 장치 및 기기

혼을 울리려면 조향핸들에 혼 표시가 있는 패드를 
누릅니다. 

혼 버튼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2.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
된 모델

MFUF40SH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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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8Z0SH017501

리모컨 미러 스위치 V

리모컨 미러 스위치는 시동 스위치가 "ACC" 또는 
"ON"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조정

 1. 좌측/우측 선택 스위치를 "L"(좌측) 또는 
"R"(우측)로 눌러 미러를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합니다. 

 2. 각도 조정 스위치를 눌러 미러의 각도를 조
정합니다.

• 미러 표면을 손으로 눌러 강제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미러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을  켜고 
끕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표시등이 
켜지고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작동됩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표시등이 꺼지고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취소됩니다.

스타트 어시스트 스위치 V

MFUG50SH000201

표시등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
• 가속 시 변속 레버를 전진 기어로 바꾸면 
공회전 엔진 속도가 자동으로 증가되어 
가속을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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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히터 스위치 V

미러 서리 제거
미러 히터를 사용하면 미러 표면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미러 히터 스위치를 누르면 미러 히터가 
켜지고, 미러 히터 표시등(황색)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꺼지고, 미러 히터 표시등이 
꺼집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이 아닌 상태에서 미러 
히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러 히터는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 미러의 서리가 제거되면 즉시 스위치를 
“OFF” 위치로 되돌리십시오. MFUF40SH000501

미러 히터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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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4-142

● 주차 브레이크 레버 4-143

● 기어 변속 레버 4-145

● Smoother 장착 모델 SA 4-148

● 경사로 밀림 방지(HSA) V 4-165

● 크루즈 컨트롤 4-175

●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4-183

●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ASR) 4-188

●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4-191

● 전자식 제동 시스템(EBS) V 4-198

●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4-202

● 차량간 거리 경고 V 4-212

●비상 제동 시스템(AEBS) V 4-221

● 동력 인출 장치(PTO) V 4-231

● 차량 높이 조절 시스템 V 4-236

●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SRS(보조 안전 장치) 에어백 시스템 4-245

● 디젤 매연 저감 장치(DPD) 4-257

●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SCR) 장치 4-266

주행 제어 장치

04단원-2-v2.indd   141 2020-06-09   오전 10:03:11



4-142 제어 장치 및 기기

좌석에서 올바른 운전 자세로 앉아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작동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페달을 밟지 않도록 페달 위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페달 위에 발을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 엔진 속도를 불필요하게 올리지 마십시오. 
엔진 구성품과 연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을 클러치 페달에 올려 놓은 
상태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클러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페달

• 캔이나 병이 바닥을 굴러다니면 페달 
아래에 끼여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어 이는 매우 위험하므로 
바닥 매트를 올바르게 까십시오. 바닥 
매트를 잘못 설치하면 각 페달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MFU8Z0SH066301

수동 변속기 모델

MFU8Z0SH066401

Smoothe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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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 레버

•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휠 주차 브레이크가 후방 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잠급니다.

•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최대한 경사로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수평이면서 평평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 후, 바퀴에 고임목을 받쳐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보다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는 변속기 기어를 체결하십시오.

• 비상 시를 제외하고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정지하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걸면 타이어가 잠기거나 차량이 스핀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시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으면 고장 및/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진다고 해서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걸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완전히 당겨 올려야 합니다.

• 주행 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한 후에는 고장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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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내렸을 때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브레이크 
고장  또는  공기압  감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올바른 수준인지 
점검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작동

주차 브레이크를 걸려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려면 해제 노브를 들어 
올리면서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집니다.

MFU8Z0SH019901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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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제어 장치 및 기기

수동 변속기 모델(6단)

기어 변속 레버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밟은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기어 변속 레버를 "1"(1단 기어) 또는 
"R"(후진 기어) 위치에 놓으십시오.
후진등이 장착된 모델의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R"(후진 기어)에 놓으면 후진등이 켜집니다. 
또한, 후진 경고 버저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버저도 울립니다.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는 기어 변속 시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 합니다.

• 전진 기어에서 후진 기어로, 또는 후진 
기어에서 전진 기어로의 전환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만 실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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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8Z0SF003501

Smoother(자동화 변속기) 장착 모델 SA

각 기어로 변속될 수 있도록 기어 변속 레버를 이동합니다.

변속 표시등(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기어 변속 
레버 위치 계기판의 변속 표시등 표시 기어 위치

후진:차량 후진 시 사용

중립: 엔진 시동 시 사용

[6단 변속기 모델]
자동 주행 모드(자동 기어 변속): 시스템에서 차량 
속도에 맞는 최적의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6단 변속기 모델]

    
수동 주행 모드(수동 기어 변속): 운전자가 
수동으로 “+”(고단 변속) 또는 “–”(저단 변속) 
위치를 선택해 원하는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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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지 상태에서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할 경우 변속 표시등이 점멸에서 점등으로 바뀔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십시오. 변속 표시등이 깜박이는 동안에는 기어 변속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며 아직 Smoother에 크립 현상으로 인한 전진력이 없습니다. 표시등이 
계속 점등되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경사로에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엔진이 작동 중이 아니면 기어 변속 레버를 움직여 기어를 변속할 수 없습니다. 기어 변속을 
실시하기 전에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로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면 안전을 위해 변속 잠금 기능이 
작동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서 “D” 또는 “R”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발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십시오.

MFUG40SF001201

1

1 2 3

4 5 6

6

R

N

기어 변속 
레버 위치

계기판의 변속 표시등 표시 기어 위치

후진
차량 후진 시 사용

중립
엔진 시동 시 사용

자동 주행 모드(자동 기어 변속)
시스템에서 차량 속도에 맞는 최적의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수동 주행 모드(수동 기어 변속)
운전자가 수동으로 "+"(고단 변속) 또는 
" - "(저단 변속) 위치를 선택해 원하는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속 표시등(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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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er는 운전자가 클러치 페달을 작동할 필요 없이 기어 변속 레버,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만을 사용해 차량을 출발시켜,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실시되는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고,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변속기 시스템입니다. Smoother 시스템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평지에 차량을 정지해 놓은 상태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필요한 대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십시오.

• 엔진 속도는 시동 직후 에어컨이 작동 중이거나 디젤 매연 저감장치(DPD)가 재생 중인 
동안에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변속기의 크립 현상이 일반적인 상태일 때보다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 공회전 제어 노브를 사용해 엔진 속도를 높이면 클러치 결합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어 변속 레버를 “N”이 아닌 다른 위치에 놓을 경우에는 공회전 제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놓으십시오.

• 교통 체증 상황이나 좁은 공간 등에서 변속기의 크립 현상을 활용해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만 사용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부드럽게 차량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Smoother(자동화 변속기) 장착 모델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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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er(자동화 변속기)  사용법

차량 출발 - 일반적인 도로에서
 1.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십시오.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고 변속 표시등
에 "N"이 표시되며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완전히 위로 당겨졌는지 확인한 후 시동 스
위치를 “ON” 위치에 놓습니다.

 2.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겁니다. 전진하려면 
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로 놓고, 후진하
려면 레버를 “R” 위치에 놓습니다. 기어 변
속 레버를 작동하면 클러치가 자동으로 해
제되며, 기어가 변속되고 나면 클러치가 다
시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이제 기어가 자동 
모드에서 제어됩니다(자동 기어 변속).

 3. 변속 표시등에 출발 기어(전진의 경우 “2” 
또는 후진의 경우 “R”)가 표시되는지 확인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
에서 발을 뗀 다음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습
니다. 가속 페달을 더 밟으면 차량이 움직이
기 시작합니다.

•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고,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으십시오.

•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서 “D” 또는 “R” 위치로 옮길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기어 변속 레버를 “D”, “M” 또는 “R” 위치에 두고 운전석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을 떠날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안전하게 거십시오.

MFU8Z0SH021401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F40SH004101

2 R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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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제어 장치 및 기기

• 기어가 걸린 상태로 주차 후 엔진 시동을 걸 때는 변속 표시등이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전진하려면 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로 놓고, 후진하려면 레버를 
“R” 위치에 놓습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이 아니면 기어 변속 레버를 움직여 기어를 변속할 수 없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어야만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 경사로에서는 경사로 밀림 방지(HSA)를 사용하면 차량을 부드럽게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HSA 장착 모델)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로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면 안전을 위해 변속 잠금 기능이 
작동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서 “D” 또는 “R”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발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십시오.

차량 출발 - 가파른 경사로에서
 1.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완전히 위로 당겨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전진하려면 기어 변속 레버를 “D”로 놓

고, 후진하려면 레버를 “R”에 놓습니다. (차량을 출발하는 데 강력한 견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는 1단 출발 모드로 변경합니다.)

 3. 변속 표시등에 출발 기어(전진의 경우 “2” 또는 후진의 경우 “R”)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주
변을 점검해 차량을 움직이기에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른쪽 발을 들어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4.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천천히 풀고 차량을 출발합
니다.

• Smoother가 장착된 차량을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을 사용해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가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작동하십시오.

•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변속 표시등이 깜박이는 동안에는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구동력이 
휠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변속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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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 변속 레버가 “D”, “M” 또는 “R” 위치에 
있는 상태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지 마십시오.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에서 차량을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작동하십시오. 강력한 크립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면 고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은 일반적으로 2단 기어에서 출발합니다.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많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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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레버를 "–"(저단 변속) 위치로 옮겨도 1단 기어로 변속할 수 있습니다.

•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면서 차량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두면 
연비가 개선됩니다.

기어 변속 - 자동 모드
 •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서 “D” 위치로 

놓으면 자동 모드에서 변속 작동이 실시됩
니다. 변속 표시등의 좌측 상부에 “D”가 표
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킥다운 기능이 있는 Smoother 모델의 경
우 가속 페달을 거의 끝까지 밟은 후 더 밟
으면 저단 기어로의 강제 변속(킥다운)이 가
능합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가파른 
경사로를 등판할 경우 등 급가속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고단이나 저단으로 변속되어 
주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 모드를 사용해 동일한 기어를 유지 
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F40SH004201

1 6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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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변속 - 수동 모드
 • 수동 모드에서 기어를 변속할 때는 기어 변

속 레버를 “M” 위치에 놓은 다음 레버를 필
요한 대로 "+"(고단 변속) 또는 "–"(저단 변
속) 방향으로 움직여 원하는 기어를 선택합
니다. 변속 표시등에 원하는 기어가 표시되
는지 확인합니다.

 •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면 클러치가 자동
으로 해제되고, 기어 변속이 완료되면 클러
치가 다시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고단 변속
과 저단 변속은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동 모드에서는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실
시되지 않습니다. 자동 모드로 복귀하려면 
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에 놓습니다. 변
속 표시등의 좌측 상부에 “D”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속도에 맞는 기어로 변속하십시오. 부적합한 기어 변속 위치가 선택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변속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 수동 모드에서 부적합한 기어로 주행하면 변속기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부적합한 
기어가 선택된 경우 경고음을 통해 부적합한 기어가 선택되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기어가 자동으로 적합한 기어로 저단 변속됩니다.

• 기어 변속 직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차량이 부드럽게 구동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속기에 고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속 페달을 서서히 작동하십시오.

• 계속 오르막 경사면이나 교통 정체의 경우, 차량을 자동 모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수동 
모드에서 특정 기어로 운전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수동모드로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ECONO 모드에서 주행하면 연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F40SH004301

1 2 3

4 5 6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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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제어 장치 및 기기

• 플랫폼 위로 후진하는 경우와 같이 차량의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속기의 크립 현상을 활용해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만으로 차량을 부드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자동 모드로 전환("M"에서 "D"로 전환)해도 기어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변속기가 자동으로 변속됩니다.

차량 정지
 1.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속도를 

늦추고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별다른 기어 
변속  작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차량이 정지한 후에는 수동 모드와 자동 모
드 모두에서 변속기가 출발 기어로 자동으
로 변속됩니다.

 2.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습니다. 차량을 수 분간 정차 상태
로 두어야 한다면 주차 브레이크를 겁니다.

• 운전석을 떠날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십시오.

•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면서 차량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두면 
연비가 개선됩니다.

•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 변속 레버가 “D”, “M” 또는 “R” 위치에 
있는 상태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지 마십시오.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에서 차량을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작동하십시오. 강력한 크립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면 고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04단원-2-v2.indd   153 2020-06-09   오전 10:03:13



4-154 제어 장치 및 기기

차량 주차 시
 1.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

서 주차 브레이크를 겁니다.
 2.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변속 표시등

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른쪽 발 압력을 천천히 완화합
니다.

 3. 엔진 시동을 끕니다.

기어가 걸린 상태로 주차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1단 또는 후진 
기어에 놓고 차량을 주차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기어 변속 레버를 “M” 위치에 놓
은 다음 레버를 "–"(저단 변속) 쪽으로 밀거
나 "R"(후진)에 놓습니다. 변속 표시등에 
“1” 또는 “R”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엔진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른
쪽 발 압력을 서서히 완화합니다.

 3.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반드
시 휠에 고임목을 고여 휠을 고정하십시오.

• 변속기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엔진 시동을 걸 때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둔 다음 엔진 시동이 걸리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십시오. 변속 
표시등에는 먼저 “1” 또는 “R”이 표시되지만 엔진 시동이 걸리고 나면 “N” 표시로 
변경됩니다.   
변속기가 “R”인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 변속기에 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후에는 다음 작동을 실시하기 전에 변속기 
표시등에 “N”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00SH0330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F40SH004401

1 R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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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일반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2단 기어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수화물이 많아 차량을 
출발하는 데 강력한 토크가 필요할 때는 1단 출발 
모드를 사용합니다.
1단 출발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1단 출발 모드 
표시등이 켜져 변속기가 1단 기어 출발 모드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1단 출발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변속기가 일반 출발 모드(2단 출발 
모드)로 복귀됩니다.

1단 출발 모드

MFU8Z0SH021501

•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1단 출발 스위치를 누르면 변속기에서 변속이 실시됩니다.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고, 변속 표시등이 점멸 상태에서 점등 상태로 바뀔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속 표시등이 깜박이는 동안에는 기어 
변속이 실시 중인 것이며 크립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시등이 깜박이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경사로에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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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모드에서는 1단 출발 모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단 출발 스위치를 누른 후 수동 
모드를 선택(기어 변속 레버를 "D"에서 "M"으로 이동)하면 1단 출발 모드가 유예되고 1단 
출발 모드 표시등이 꺼집니다.   
모드를 수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다시 변경(기어 변속 레버를 "M"에서 "D"로 이동)하면 
1단 출발 모드가 다시 설정되고 1단 출발 모드 표시등이 다시 켜지지만 수동 모드에서 
선택한 기어 위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자동 기어 변속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차량을 주행한 
다음 정지하거나, 1단 출발 스위치를 다시 눌러 1단 출발 모드를 다시 선택하거나,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되돌려 1단 기어로의 변속이 가능하게 한 다음 자동 모드로 다시 
변경하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두고 엔진 시동을 다시 걸면 변속기가 일반 출발 모드(2단 
출발 모드)로 돌아갑니다. 

변속기가 자동 모드(자동 기어 변속 모드)에 
있는 상태로 차량을 주행할 때 ECONO 모드를 
선택하면 연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CONO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누르면 ECONO 모드가 
선택되고 ECONO 모드 표시등이 켜집니다.

ECONO 모드

MFU8Z0SH021601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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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속기가 수동 모드일 때는 ECONO 모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CONO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에서 “M” 위치로 전환) ECONO 모드 표시등이 꺼집니다.   
변속기를 수동 모드에서 다시 자동 모드로 전환하면(기어 변속 레버를 “M” 위치에서 “D” 
위치로 전환) ECONO 모드가 재개되고 표시등이 다시 켜집니다. 

• ECONO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렸다가 엔진 시동을 
다시 걸어도 선택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ECONO 모드 일시 비활성화(킥다운 기능이 있는 Smoother 모델)
킥다운 기능이 있는 Smoother 모델의 경우 가속 페달을 거의 끝까지 밟은 후 더 밟으면 ECONO 
모드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경사로 주행 등 더 많은 구동력이 필요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차량을 정지하거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다음 일정 속도로 또는 엔진 속도에 작은 변화를 주어 
차량을 주행하여 ECONO 모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CONO 모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해도 ECONO 모드 표시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엔진 시동을 끈 다음 가속 페달 답력 변화를 점검하십시오.

• 가속 페달을 작동하여 ECONO 모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면 동시에 기어가 저단 
변속됩니다. 단, 기어 위치 및 엔진 속도에 따라서는 기어가 저단 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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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을 경고하기 위해 Smoother 경고등이 점등 또는 점멸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Smoother 경고등 및 경고음 작동

조건 및 경고 유형

Smoother 
경고등

경고음 조치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고 변속기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도어를 
열고 차량을 이탈하는 경우

— 짧은 반복음
기어 변속 레버를 “N”으로 
되돌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중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 경우 — 짧은 반복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기어 
변속 레버를 “N”으로 되돌립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경사로에서 차량을 정지한 경우 — 짧은 반복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차량을 부적합한 기어로 계속 
운전하거나 오르막길에서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 짧은 반복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적합한 
저단 기어로 변속하고 수동 
모드에서 주행합니다.

엔진이 과회전하는 경우 — 연속음

브레이크를 작동해 차량을 
감속하거나 적합한 고단 기어로 
변속해 엔진을 감속합니다.

차량이 이동 중일 때 기어 변속 
레버를 "R"에 놓는 경우 — 짧은 반복음

기어 변속 레버를 “N”으로 
되돌리고 차량을 정지합니다. 그런 
다음 레버를 다시 이동합니다.

차량을 너무 자주 출발하고 
정지하는 경우 — 짧은 반복음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하고 
기어 변속 레버를 “N”으로 되돌린 
후 엔진을 공회전시켜 식힙니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긴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 짧은 반복음

주차 브레이크를 풉니다. 또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습니다.변속기에 기어가 들어가 있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긴 상태로 차량을 장시간 
정차해 놓은 경우

— 짧은 반복음

*: 오일 온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어가 적합한 저단 기어로 자동 변속됩니다. 동시에 경고음이 
울려 오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어 변속이 실시되었음을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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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제어 장치 및 기기

조건 및 경고 유형

Smoother 
경고등

경고음 조치

Smoother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점등

연속음 안전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하고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 
검사를 받으십시오.
4-162 페이지의 “Smoother 
시스템의 고장 시”를 
참조하십시오.

짧은 반복음

—

Smoother 오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점멸 —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하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은 후 Smoother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엔진을 공회전시킵니다.

Smoother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경우

점멸 — Smoother 비상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합니다.

HSA 조정 스위치를 작동하여 
Smoother의 부분 클러치 
결합을 조정한 경우

— 단음 한 번 —

엔진 회전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기어로 변속이 시도될 
경우(수동 모드)

— 연속음

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에 놓고 
적합한 기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행합니다. (자동 기어 변속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기어로 변속이 시도될 
경우(수동 모드)

— 짧은 반복음

기어 변속 레버를 “D” 위치에 놓고 
적합한 기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행합니다. (자동 기어 변속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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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er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본(표준) 설정에서 고속 결합 방향과 저속 결합 방향으로 4개의 
위치 중 원하는 수준의 부분 클러치 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차량 출발 시 클러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결합되는 경우
 • 클러치 결합 타이밍이 본인이 선호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을 경우

Smoother의 부분 클러치 결합 조정 방법

조정

 1.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 올리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에 놓습니다.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비활성화합니다.

 2. HSA 조정  스위치의  “FAST”  쪽이나 
“SLOW” 쪽을 누릅니다. 클러치가 미끄러
진다고 느껴진다면 “FAST” 쪽을 누릅니다. 
클러치가 갑자기 결합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면 “SLOW” 쪽을 누릅니다. 중앙 위치는 
기본값이며 ±4 단계 중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9단계가 만들
어집니다. 

 3. 조정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려 1단계 조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더 조정하려면 스위치를 놓았다 다시 누릅
니다. 신호음이 다시 울려 다음 조정이 완료
되었음을 알립니다.

MFU8Z0SH0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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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제어 장치 및 기기

상태

스위치를 누른 쪽 및 누른 횟수
SLOW 쪽 FAST 쪽

LNU740SH006501 LNU740SH006601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 1회 1회
클러치가 미끄러진다고 느껴질 경우 — 2 ~ 3회
클러치가 갑자기 결합된다고 느껴질 경우 2 ~ 3회 —

• 조정 가능한 범위(±4단계) 내에서 원활한 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SUZU 
딜러에서 기본 설정을 확인 받으십시오. 

• 엔진이 공회전할 때 부분 클러치 결합 조정을 실시하십시오.
• ISUZU 딜러에서 Smoother 시스템의 초기 조정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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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작동 중에 Smoother 경고등이 켜지거나 깜박인다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합니다.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의 검사를 받으십시오. 
또한 경고등이 꺼진 후에 다시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차량 작동 시 비정상적인 부분이 느껴진다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의 검사를 받으십시오.

Smoother(자동화 변속기) 시스템의 고장 시

• 이 Smoother 경고등이 켜지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작동 시 차량 움직임이 비정상적이 될 수도 있는데, 초저속에서 속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재 플랫폼으로 올바르게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량을 작동하고 지체 없이 인근 ISUZU 
딜러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크립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단 또는 저단으로 변속이 불가능합니다

 - 클러치 타이밍이 정상일 때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느립니다

•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차량을 밀거나 시동 모터를 돌려서 엔진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엔진 스톨이 발생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을 밀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변속 표시등에 “N” 이외의 위치가 표시된다면 Smoother 비상 스위치를 “ON” 위치로 
누르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차량을 밀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Smoother 비상 스위치 사용법
Smoother 전기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Smoother 비상 스위치를 사용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즉시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정상 상태에서는 비상 스위치를 “OFF” 위치에 
유지해야 합니다. 주행 시 만지지 마십시오.

LNU740SH0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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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8Z0SH021701

 1.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완전히 위로 당기고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시
동 스위치를 “LOCK” 또는 “ACC” 위치로 
돌린 다음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
는지 확인합니다.

 2.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립니다.
 3. Smoother 비상 스위치의 커버를 열어 스

위치를 누르고 Smoother 경고등이 깜박이
는지 확인합니다.  

 4.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엔
진 시동을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푼 다음 
전진하려면 기어 변속 레버를 "D" 또는 "M" 
위치에 놓고, 후진하려면 레버를 "R" 위치
에 놓습니다. 기어 변속 레버가 전진 위치에 
있을 경우 변속 표시등에 "1"이 표시되고, 
레버가 후진 위치에 있을 경우 변속 표시등
에 "R"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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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other 비상 스위치는 비상 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OFF” 위치에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 스위치의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주행하면서 절대 
Smoother 비상 스위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비상 스위치를 사용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에는 즉시 비상 스위치를 다시 “OFF” 
위치로 되돌리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로 되돌린 후 커버를 닫습니다. 

• Smoother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Smoother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 기어 변속 레버가 "N" 이외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기어 변속 레버가 "N" 이외의 위치에 있어도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변속기의 기어가 결합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 시동 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고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십시오. 

•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으면 변속 잠금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서 "D" 또는 "R" 위치로 옮길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만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십시오.

• 비상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고 기어 변속 레버가 "D" 또는 "M" 위치에 있으면 변속기가 
1단 이외의 단수로 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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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동안에만 서비스 브레이크 시스템이 일정 수준의 
제동 압력을 유지합니다. HSA가 활성화되면 시스템이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한 후에도 정지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생성된 제동 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HSA를 비활성화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이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HSA) V

• HSA는 임시 제동력 유지 장치입니다. HSA는 주차 브레이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HSA를 활성화한 상태로 운전석을 떠나지 마십시오.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 스위치에서 키를 제거합니다.

• 브레이크 시스템 압력이 떨어지거나 다음 이유로 인해 HSA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HSA는 제동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 이외의 위치로 돌리는 경우

 - HSA 회로의 퓨즈를 분리한 경우

 -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경우

 - HSA OFF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는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HSA가 제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려 내려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실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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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작동 중이지 않거나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압이 낮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 
작동된 브레이크 유지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HS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량에 명판 한계까지 적재한 경우 8% 이상 경사도의 경사로에 정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 HSA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면 HSA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HSA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할 때 정지등이 꺼집니다.
• 긴 시간 동안 정차할 경우 HSA에 의존하는 대신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 눈길, 빙판길 또는 다른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 전원을 끄고 

HS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 20 km/h의 저속으로 주행할 때 휠이 잠기면 HSA가 
활성화될 수 있고 휠이 계속 잠길 수 있습니다.

• HSA를 활성화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서서히 해제하십시오. 페달을 갑자기 해제하면 
시스템의 제동력 수준 설정이 낮아져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거나 휠이 잠긴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하면 HSA가 일시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걸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아 차량을 제자리에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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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를 비활성화할 때 이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HSA가 작동을 멈춥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HSA가 활성화됩니다.

HSA OFF 스위치

• 눈길, 빙판길 또는 다른 미끄러운 노면 
에서는  HSA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미끄러운 노면에서 휠이 잠기면 HSA가 
활성화되어 휠이 계속 잠길 수 있습니다.

• HSA를 비활성화하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 작동으로 돌아갑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할 때 제동 압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MFUF40SH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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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제어 장치 및 기기

상태

스위치를 누른 쪽 및 누른 횟수
SLOW 쪽 FAST 쪽

LNU740SH006501 LNU740SH006601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 1 ~ 2회 1 ~ 2회
브레이크가 끌리는 것처럼 보일 경우 — 2 ~ 3회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경우 2 ~ 3회 —

브레이크가 끌리는 경우 — 3 ~ 5회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려 내려가는 경우 3 ~ 5회 —

HSA 조정 스위치

• HSA 조정 스위치를 사용하여 브레이크를 만족스럽게 조정할 수 없는 경우  ISUZU 
딜러에서 브레이크를 조정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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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제어 장치 및 기기

MFU8Z0SH021801

N

 1.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십시오.  
HSA 경고등(황색) 및 HSA 표시등(녹색)이 
그 순서로 켜졌다가 약 3초 후 꺼지는지 확
인하십시오.

 2.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
십시오. HSA가 활성화되고 계기 인스트

루먼트 패널에서 HSA 표시등(녹색)이 켜
지는지 확인하십시오. HSA OFF 스위치

가 "ON"에 있으면 HSA 표시등(녹색)이 
켜지지 않습니다.

 3.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십시오. 계기 패널에
서 HSA 표시등(녹색)이 꺼지는지 확인하여 
HSA 비활성화를 확인하십시오. 

• HSA가 활성화되었을 때 HSA 표시등(녹색)이 켜지지 않으면 HSA 고장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비활성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HSA 경고등(황색)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면 HSA 고장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고장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비활성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HSA 경고등/HSA 표시등

HSA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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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제어 장치 및 기기

• "N" 이외의 모든 위치에서는 변속 레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HSA를 활성화하려면
 1.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2. 브레이크 페달을 1초 이상 끝까지 밟으십시
오. 이 때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HSA 표시
등이 켜져 HSA가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
니다.

• HSA는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멈춘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이며 주차 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떠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HSA가 작동 중일 때 도어를 열 
경우 경고음이 울립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약 1초 후 HSA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끝까지 밟으십시오.

• 강한 제동 후 또는 휠 잠김으로 인해 차량이 멈추면 HSA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아 차량을 
제자리에 유지하십시오.

• HSA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HSA를 비활성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시스템을 검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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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제어 장치 및 기기

LNU840SH003001

LOCK
ACC

HSA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의 경우에는 HSA 작동이 취소되고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레버를 "N" 

이외의 위치에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경우

 •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기는 경우
 • HSA OFF 스위치를 "ON" 위치로 변경하

는 경우
 •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LOCK" 위치

에 놓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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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제어 장치 및 기기

HSA 조정

다음의 경우에는 HSA를 미세 조정하십시오.
 • 차량을 재시동할 때 브레이크가 끌리는 

경우

 • HSA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차량이 경사로
에서 굴러 내려가는 경우

 • 원할 때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조정

 1.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고 기어 변속 레
버가 "N"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엔진 시동
을 거십시오. 이 때 HSA OFF 스위치가 
"OFF"에 있고 HS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2.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주차 브레이
크 레버를 해제하십시오. HSA 표시등이 켜
지는지 확인한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N"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하십시오.

MFU8Z0SH022001

MFU8Z0SH022101

MFU8Z0SH021801

N

 3. 차량 시동을 걸 때 HSA가 브레이크를 너무 
느리게 해제하고 브레이크가 끌리는 경우 
HSA 조정 스위치의 "FAST" 쪽을 누르십
시오. 차량 시동을 다시 걸 때 HSA가 브레
이크를 너무 빨리 해제하고 차량이 경사로
에서  굴러  내려가는  경우  스위치의 
"SLOW" 쪽을 누르십시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버저가 울립니다.

 4. 원하는 시점에 브레이크가 해제될 때까지 
위의 3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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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제어 장치 및 기기

HSA 경고

• 고장 경고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으십시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다시 놓을 때 HSA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HSA 자체가 오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비활성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HSA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지 않고 도어를 열면 버저가 
울립니다.

• 추운 지역에서 주차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지 않고 기어 체결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면 버저가 약 30초간 울립니다. 이는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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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제어 장치 및 기기

다음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HSA 경고등(황색)이 켜지고 버저가 울립니다.

조건 및 경고 유형 HSA 
경고등

MID* 버저 조치

HSA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도어를 여는 
경우

점등

MFUG00SH004201

HSA is ON.
When leaving the seat,
apply the parking.

CAUTION: LEAVING SEAT

짧은 반복음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위로 
당긴 다음 
도어를 
여십시오.

너무 긴 활성화 경고.  
HSA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차량을 장시간 
정지하는 경우

점등

MFUG00SH004301

HSA stays on for a long
time. Apply the parking
brake.

HSA WARNING

짧은 반복음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정지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더 밟으십시오.

차량 이동 경고.  
HSA가 활성화되었는데도 
차량이 정지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

점등

MFUG00SH004101

Apply the parking brake.
INITIAL MOVEMENT

연속음

고장 경고.  
HSA 표시등 및 버저가 
작동되는 경우

점등

정지 시

MFUG00SH004001

Shut the engine and restart.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HSA FAILURE

이동 시

MFUG00SH003901

HSA FAILURE

―

(HSA 
비활성화됨)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HSA 
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HSA를 
비활성화  
하 십시오.

연속음

(HSA 
활성화됨)

시동 스위치 "LOCK" 
경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는 경우

소등 ―

짧은 반복음  
(최대 30초간 

지속)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십시오.

*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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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제어 장치 및 기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속 페달을 작동하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고속도로 주행과 같이 빈번한 출발 및 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주행 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도심 도로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

• 급커브길과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

• 빙판길, 눈길 또는 다른 미끄러운 노면

속도 제한 장치 설정 크루즈 컨트롤 설정 범위
90 km/h 약 40 - 90 km/h

설정 범위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에 다음과 같은 크루즈 컨트롤 정보가 표시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내용

명칭 표시 화면 표시 내용

대기

MFUF40SH005901

---m
크루즈 컨트롤이 대기 상태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활성 상태

MFUF40SH006001

---m

SET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중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일시 비활성화

MFUG40SH012901

---m

SET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 상태이고 
크루징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었을 
때("SET" 점멸)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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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제어 장치 및 기기

원하는 차량 속도 설정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1.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눌러 크루즈 

컨트롤을 대기 모드에 놓습니다. 크루즈 컨
트롤 메인 표시등이 켜집니다.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2. 가속 페달을 사용하여 차량 속도를 조정합
니다. 희망 속도에 도달하면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돌립니다. 스위치를 작동하
는 순간의 차량 속도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가속 페달을 사용할 필요 없이 설정된 속도
가 자동으로 유지된 상태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도 켜집
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MFUH40SH000101

•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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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제어 장치 및 기기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1.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눌러 크루즈 

컨트롤을 대기 모드에 놓습니다. 이 때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에 크루즈 컨트롤 메인 디
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2.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조정하고 원
하는 속도에 도달하면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스위치를 작동하면 
차량 속도가 설정되고 크루즈 컨트롤 작동
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MID에 "SET"가 표
시됩니다.

MFUG40SH012601

---m

SET

MFUG40SH012701

---m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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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제어 장치 및 기기

더 높은 속도 설정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를 돌리면 스위치를 
잡고 있는 동안 차량 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원하는 차량 속도에 도달하면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를 놓으십시오. 스위치를 놓는 순간의 
속도가 시스템에 설정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은 경우 가속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돌리십시오.

약간 더 높은 속도 설정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를 돌렸다가 빠르게 
놓으십시오. 스위치를 돌렸다 놓을 때마다 설정 
속도가 1 km/h씩 증가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크루즈 컨트롤 시 가속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에 예를 들면 추월을 위해 차량을 가속하고 싶을 경우 가속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설정된 속도로 돌아갑니다.

크루즈 컨트롤 속도 설정 변경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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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제어 장치 및 기기

더 낮은 속도 설정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돌리면 스위치를 
잡고 있는 동안 차량 속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원하는 차량 속도에 도달하면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놓으십시오 .  스위치를  놓는 
순간의 속도가 시스템에 설정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내리고 싶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크루즈 컨트롤을 취소하고 원하는 차량 속도까지 
감속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돌리십시오.

약간 더 낮은 속도 설정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를 돌렸다가 빠르게 
놓으십시오. 스위치를 돌렸다 놓을 때마다 설정 
속도가 1 km/h씩 감소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크루즈 컨트롤 설정 스위치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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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제어 장치 및 기기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다시 눌러 크루즈 
컨트롤을 취소합니다. 이 때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이 꺼지거나 
크루즈 컨트롤 메인 디스플레이(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가 꺼집니다.

크루즈 컨트롤 취소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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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제어 장치 및 기기

•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르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ACC"로 돌릴 때 크루즈 컨트롤 메인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한 번 누른 
다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 Smoother 장착 차량은 자동 모드 작동 중에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 클러치 페달을 밟는 경우(수동 변속기 모델)
 • 배기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경우
 • 차량을 40 km/h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는 

경우

 • 엔진 제어 시스템에서 비정상 상태가 발생
하는 경우

 • 차량이 설정 속도보다 약 40 km/h 이상 낮
은 속도로 감속하는 경우

 • 변속기를 변속하는 경우(수동 변속기 모델)
 • 기어  변속  레버를  " N "에  놓는  경우

(Smoother 모델)
 • 크루즈 컨트롤 취소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을 활성화하

는 경우(ABS 장착 모델)
 •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또는 미끄

럼 방지 조절 장치(ASR)가 작동될 경우

크루즈 컨트롤 취소 스위치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크루즈 컨트롤 취소 스위치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HCUF40SH0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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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제어 장치 및 기기

보조 브레이크 조정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모델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유형은 사용 중에 내리막길 속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보조 제동 
기능(배기 브레이크)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속도 증가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 
페달 사용 필요성을 줄여) 운전자의 작업량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시스템이 차량 속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 차량에 적재된 화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조 브레이크 자동 작동 및 해제
 • 보조 브레이크는 내리막길에서 차량 속도가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작동됩니다.
 • 차량이 설정된 속도에 근접하게 감속되면 보조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아래의 상태에 대하여 크루즈 컨트롤이 취소되면 취소되기 전에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를 
작동했다 해제하여 크루즈 컨트롤 주행 상태를 재개하십시오. 재개 스위치를 해제하면 MID에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이 켜지거나 "SET"(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가 표시됩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 클러치 페달을 밟는 경우(수동 변속기 모델)
 • 배기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경우
 • 변속기를 변경하는 경우
 • 크루즈 컨트롤 취소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 차량 속도가 약 40 km/h 이하이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재개하려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약 40 km/h 이상으로 올린 다음 
크루즈 컨트롤 재개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크루즈 컨트롤 재작동

보조 제동 기능과 조정된 크루즈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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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제어 장치 및 기기

급제동 시나 눈길 또는 다른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할 경우 휠이 잠겨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BS는 미끄러짐을 감지하여 제동 시 휠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므로 차량의 방향 및 제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ABS 사용 시에도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주행 및 정지로 
인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주행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 ABS가 장착된 차량에서도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는 일반적인 건조한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보다 더 깁니다. 눈이 깊게 쌓인 도로와 자갈 도로에서 ABS가 작동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제동 거리가 약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조건과 타이어 
조건(타이어 유형과 마모 상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준수하며,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십시오.

• 현재 도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ABS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십시오.

• 상표와 트레드 디자인이 동일한 규정된 크기의 타이어(겨울용 타이어 포함)를 모든 휠에 
장착하십시오. 다른 타이어를 장착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차량의 방향 제어 안정성이 
떨어져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 급제동 시(ABS 작동 시) 조향핸들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와 약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조향핸들을 작동하십시오.

• ABS 작동은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를 소비합니다. 공기압이 떨어지고 공기압 경고등 및 
버저가 작동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필요한 공기압이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주행하십시오(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공기압이 감소되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고 공기압 경고음(연속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공기압이 필요한 수준으로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을 다시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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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제어 장치 및 기기

• 모래나 진창 또는 진흙탕길을 주행하면 브레이크와 ABS 센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랫길이나 진흙탕길을 주행하고 나서는 세차를 실시해 모래와 진흙을 
제거하십시오.

• 세차하기 전에 ABS 구성품(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특히 고압 세차기를 사용할 때는 ABS 구성품과 하네스 커넥터에 물이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ABS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엔진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곧 차량 후방이나 캡 하부에서 모터 및 
밸브의 작동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ABS 시스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정상입니다.

• ABS가 적절히 작동 중이면 조향핸들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나 기계적 작동음이 들립니다.
•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 중일 때 ABS가 작동되면 배기 브레이크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코너링할 때나 돌출물 위를 지나갈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ABS가 작동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돌출물을 지나간 안쪽 휠이 잠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ABS는 차량을 출발한 직후에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차량 속도가 약 10 km/h에 도달할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차량 속도가 약 5 km/h로 감소되면 ABS 작동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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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제어 장치 및 기기

ABS 작동 표시와 신호

ABS 작동 표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집니다 . 
경고등이 꺼지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인 
것입니다.

• 브레이크 경고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ABS에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주행 중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았을 때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

• ABS에 결함이 발생해도 일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단, ABS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ABS 작동 신호
ABS가 작동되면 조향핸들에 약간의 진동이 
전달되며 ABS 구성품에서 작동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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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제어 장치 및 기기

ABS는 안전 주행 한계를 넘어서는 조건 하에서 주행과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안전한 주행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ABS 장착 차량 운전 시 주의 사항

• ABS가 장착된 차량에서도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는 일반적인 건조한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보다 더 깁니다. 다음과 같은 노면 조건에서 ABS가 작동되면 ABS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비해 제동 거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조건과 타이어 
조건(타이어 유형과 마모 상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준수하며,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십시오. 

 - 자갈 도로 및 눈이 깊게 쌓인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 타이어 체인을 사용할 경우

 - 도로 접합부 또는 야간 반사 장치 등의 단 위를 지나갈 경우

 - 울퉁불퉁한 길, 돌로 포장된 도로 또는 트랙에서 주행할 경우

 - 철판 또는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경우

• 제동이 수반되지 않는 정지 상태에서의 출발, 가속 및 코너링 시에는 휠이 미끄러져도 
AB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얼음으로 덮인 매우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타이어가 접지력을 
상실하고 조향핸들을 작동해도 차량 방향을 통제할 수 없어 주행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노면과 타이어 상태에 맞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주행하고 
급제동을 삼가십시오.

• 얼음으로 덮인 매우 미끄러운 도로에서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구동 휠이 
잠겨(ABS가 작동하지 않음) 차량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클러치를 풀거나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아 구동 휠에 엔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기어 변속 레버를 적합한 기어에 놓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십시오. 

• ABS 작동은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를 소비합니다. 공기압이 떨어지고 공기압 경고등 및 
버저가 작동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필요한 공기압이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주행하십시오(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공기압이 감소되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고 공기압 경고음(연속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공기압이 필요한 수준으로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을 다시 작동하십시오.

주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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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계속)
• ABS가 작동되면 조향핸들에서 약간의 진동 및 한쪽으로 당겨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특히 
우측 휠과 좌측 휠 사이에 노면 조건이 다를 경우). 또한 ABS 액추에이터에서 작동음이 
발생합니다. 이는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조향핸들을 
올바르게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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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은 눈 덮인 도로 등 미끄러운 노면 위를 주행할 때 구동 휠이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장치입니다. ASR은 엔진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ESC OFF 스위치를 사용해 ASR 작동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조절 장치(ASR)

• ASR이 활성화되면 ASR 표시등(황색)이 켜집니다. ESC 경고등도 깜박입니다. 이 때 
노면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표시등이 켜지면 커브길을 돌기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 
조심스럽게 주행하십시오.

• ASR 장착 모델의 경우에도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주행할 때는 타이어 체인을 사용하거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차량을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 ASR은 차량의 출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경사진 빙판길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 가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작동하십시오.

• 타이어 체인을 설치한 경우에는 ASR을 취소하면 얼음으로 덮인 경사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R의 작동이 해제되면 차량 작동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은 ASR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엔진 속도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ASR 장치가 작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 속도 테스터 및 브레이크 테스터를 사용할 때는 ESC OFF 스위치를 눌러 ASR을 
취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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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이  작동  중이면  ASR 표시등(황색)이 
켜집니다. ESC 경고등도 깜박입니다.

ASR 작동 표시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701

ASR  ON

ESC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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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장착 차량 운전 시 주의 사항

ASR은 안전 한계를 넘어서는 조건 하에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안전한 주행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 ASR은 ASR 기능이 없는 모델에 비해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출발 및 가속 성능을 향상시켜 
주지만 타이어의 노면 접지력을 개선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접지력이 조향 통제성을 감소시켜 차량의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항상 노면과 타이어 상태에 맞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주행하고 과속을 
삼가십시오.

• ASR은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를 소비합니다. 공기압이 떨어지고 공기압 경고등 및 버저가 
작동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공기압이 정상 범위 내로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주행하십시오(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공기압이 감소되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고 공기압 경고음(연속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공기압이 필요한 수준으로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을 다시 작동하십시오.

• 차량에 ASR이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 클러치 페달(수동 변속기 모델) 및 
조향핸들을 갑자기 작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할 때는 
ASR이 없는 차량에서와 같이 천천히 출발하십시오.

• 미끄러운 긴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차량을 적설 또는 진창에서 빼내기 위해 증가된 엔진 
속도가 필요할 경우 ESC OFF 스위치를 눌러 ASR 시스템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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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ESC는 안전성과 차량의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ESC는 엔진 출력을 제어하고 휠에 필요한 
제동력을 가해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 또는 가속 시 휠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억제하고, 구동력을 
유지하며,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안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ESC에는 주행 
중 차량의 상태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여러 센서가 있습니다. ESC는 엔진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단, ESC 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ESC 및 ASR 작동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SC가 작동되면 E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 ASR 기능만 작동 중일 때도 E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 ESC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으면 노면이 미끄럽거나 가속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서 힘을 빼고 방어적으로 운전하십시오.

• 아스팔트 도로와 같이 미끄럽지 않은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ESC 경고등이 
깜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질 것을 예상해 제어를 하는 것이므로 정상입니다.

• ESC 장착 모델이라 하더라도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타이어 
체인이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주의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십시오. ESC는 주행 시 
차량 안정성이나 출발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주는 장치가 아니므로,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도로에서는 주의하며 운전하십시오.

• 타이어 체인을 설치한 경우에는 ASR만 취소하면 얼음으로 덮인 경사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R의 작동이 해제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 상표, 유형 및 트레드 디자인이 동일한 규정된 크기의 타이어(겨울용 타이어 포함)를 모든 
휠에 장착하십시오. 또한 마모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 타이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규정된 크기가 아닌 타이어, 유형이 다른 타이어 또는 마모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 
타이어를 함께 사용하면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타이어 체인이나 예비 타이어를 설치할 때 타이어 직경이 다르면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현가 장치와 관련된 부품, 브레이크와 관련된 부품 또는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ISUZU 순정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할 경우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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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계속)
• 조향핸들이나 조향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작업은 반드시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조향핸들에는 주행 작동 조건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으며, 조향핸들 중심 위치가 오정렬되면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방 휠이나 후방 휠만 들려진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두고 차량을 견인하지 
마십시오. 또한, ASR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하면 ASR이 작동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C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엔진 시동을 걸고 난 직후에 에어 탱크 주위 영역에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ABS와 ASR, ESC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 ESC는 출발 후 차량 속도가 약 15 km/h에 도달할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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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G40SH000301

ESC OFF 스위치

ESC 취소 시
엔진 시동을 건 후 ESC OFF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ESC가 비활성화되면 계기 패널에서 ESC OFF 
표시등(황색)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ESC 기능이 다시 한 번 활성화되며 그 후 ESC 
OFF 표시등이 꺼집니다.

• ESC가 비활성화되면 기능이 작동을 
멈춥니다. 이러한 경우 미끄러운 도로에서 
주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정상 주행 시 ESC OFF 표시등이 꺼져 
있고 ESC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ASR이 작동 중인 상태로 진흙이나 다져지지 않은 눈에서 탈출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하지 않아 탈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ESC OFF 스위치를 
누르면 좀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ESC OFF 스위치를 사용해 ESC를 끄거나, ESC 시스템 
내의 ASR(출발 또는 가속 시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억제하는 기능)만 끌 수 있습니다.

ESC OFF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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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 또는 눈길에서 차량을 빼내려 할 경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더라도 ESC 및 ASR이 
작동하여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차량을 빼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SC 
OFF 스위치를 사용하여 ESC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ESC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ASR 기능도 비활성화됩니다.
• 엔진을 정지했다가 ESC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재시동하면 ESC가 자동으로 작동 
가능 상태가 됩니다.

• EBS가 장착된 FSR 모델의 경우 ESC OFF 스위치를 5초 이상 계속 누르지 마십시오.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ESC 작동 상태가 제동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로 전환되고 그 후 다음 조건이 발생합니다. 롤러 테스트 벤치 모드를 
취소하려면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십시오.

 - MID에 브레이크 경고등, HSA 경고등, AEBS OFF 표시등, ESC 경고등이 켜지고 
"HSA FAILURE"가  표시됩니다.

 - 버저가 울립니다(HSA 작동 시에만).

04단원-2-v2.indd   194 2020-06-09   오전 10:03:17



4-195제어 장치 및 기기

ESC 작동 점검, 작동

ESC 작동 점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ESC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 약 3초 후 꺼지면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입니다.

• ESC 경고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ESC에 이상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차량을 회전하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주행 중이지 않을 경우에도 주행 시 ESC 
경고등(황색)이 계속 깜박일 경우

 - 주행 시 ESC 경고등(황색)이 켜지는 경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렸을 때 ESC 경고등(황색)이 켜지지 않을 경우

• ESC 오작동은 정상적인 차량 작동을 방해하지 않지만 ESC 기능이 작동을 멈춥니다.

ESC 경고등

ESC 작동
ESC가  작동  중이면  ESC 경고등(황색)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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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장착 차량 운전 시 주의 사항

• ESC는 안전 한계를 넘어서는 조건 하에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 항상 안전 운전에 집중하고 ESC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만으로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과속 주행하거나 조향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 ESC는 차량 바퀴가 미끄러지고 헛도는 것을 제어하고 ESC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에 비해 
출발 및 가속 시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차량 안정성을 개선해 주지만, 타이어의 도로 
접지력을 증진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고 조향 통제성도 떨어져 차량의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항상 
노면과 타이어 상태에 맞는 안전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주행하고 과속을 삼가십시오.

• ESC는 구동력과 차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켜 놓으십시오. 시스템을 끈 경우에는 노면에 맞는 안전 속도로 주의하며 
운전하십시오.

• ESC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 클러치 페달(수동 변속기 모델) 및 조향핸들을 
갑자기 작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할 때는 ESC가 없는 
차량에서와 같이 천천히 출발하십시오.

• ESC가 작동되면 E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 ASR 기능만 작동 중일 때도 E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 ESC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으면 노면이 미끄럽거나 가속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서 힘을 빼고 방어적으로 운전하십시오.

• 아스팔트 도로와 같이 미끄럽지 않은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ESC 경고등이 
깜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질 것을 예상해 제어를 하는 것이므로 정상입니다.

• ESC 작동은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를 소비합니다. 공기압이 떨어지고 공기압 경고등 및 
버저가 작동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필요한 공기압이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주행하십시오(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 4인치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공기압이 감소되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고 공기압 경고음(연속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하고 공기압이 필요한 수준으로 복구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을 다시 작동하십시오.

주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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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가 작동 중이면 브레이크 페달이 꿈틀거리거나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가 진동하거나 작동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ESC 작동 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서스펜션, 타이어, 브레이크 등과 관련된 부품이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다면 ESC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입구의 턴테이블이나 이동하는 물체 등에 차량이 올라가면 ESC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이 턴테이블에서 나온 후 엔진 시동을 다시 거십시오. 

• 경사가 급격한 도로(경주로에 있는 횡경사부)에서 주행할 때 ESC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도로에서의 주행을 삼가십시오.

• ESC 경고등은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켜질 수도 있습니다. 
ESC 경고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ESC 기능이 꺼져 있지만, 잠시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ESC 경고등이 꺼지고 ESC 기능이 재개됩니다. 잠시 주행을 해도 ESC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주의(계속)
• ESC 장착 모델이라 하더라도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도로를 주행할때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하고 타이어 체인이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십시오. 

• 타이어 체인을 설치한 경우에는 ASR만 취소하면 얼음으로 덮인 경사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R의 작동이 해제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 시중에 나와 있는 LSD(차동 슬립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E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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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전자식 제동 시스템)는 에어 브레이크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브레이크 공기 제어 시스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이 전송하는) 전자 신호를 추가하는 시스템입니다. EBS는 트레일러 
적재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브레이크 느낌을 유지하며 운전자 작동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전자식 제동 시스템(EBS)  V

• EBS는 불안전한 주행 습관에 대응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안전 속도와 다른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차량에 장착되는 모든 타이어는 규정된 크기와 동일한 브랜드여야 하며 동일한 트레드 
디자인을 가져야 합니다(겨울용 타이어 포함). 차량에 다른 타이어 유형을 장착하면 
위험하며 제동력 감소 및 불안정한 차량 작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BS 작동 점검, 작동, 오작동

EBS 작동 점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EBS 경고등이 
켜졌다가 약 2초 후에 꺼집니다. 경고등이 꺼지면 
EBS가 정상인 것입니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려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전구가 타 버렸거나 EBS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S 경고등

EBS 작동
EBS가 작동 중이면 EBS 구성품에서 작동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EBS 오작동
주행 시 EBS 경고등이 켜지거나 깜박일 경우 
EBS, ESC 또는 ABS/ASR이 오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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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오작동이 발생했더라도 일반 브레이크는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이 때 EBS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더 깊숙이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더 밟아 제동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BS는 안전 한계를 넘어서는 조건 하에서 주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다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EBS 장착 차량 운전 시 주의 사항

• 경사로 등에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엔진 시동)로 돌리면 배터리 전압 감소로 인해 
EBS가 영향을 받아 차량이 경사로를 굴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은 후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엔진 시동)로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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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장착 모델은 EBS 비장착 모델과 비교하여 브레이크 반응성을 강화했을 수 있지만 
EBS는 불안전한 주행 습관에 대응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안전 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량을 주행하십시오.

• EBS 장착 모델의 경우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는지에 관계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EBS가 활성화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더라도 EBS 장치의 배출가스는 환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EBS 시스템 작동 
점검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을 때 EBS 시스템에서 배기음을 들을 수 없는 경우 EBS 배기 
포트가 얼었거나 눈이나 얼음으로 막혔을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추운 날씨에 세차할 경우 형성된 얼음이 배기 포트를 막으면 브레이크 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얼음을 제거하십시오.

•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면 EBS 작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검사하십시오.

• EBS 장착 모델의 경우 차량의 컴퓨터가 적재 조건을 감지하여 차량에 짐을 실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단, EBS 시스템 비장착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비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으면 제동 거리가 증가됩니다.

•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는 대신에 페달을 펌핑하면 EBS가 최대 능력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펌핑하면 공기 증가로 인한 브레이크 성능 감소로 
이어집니다. (브레이크 "펌핑"은 초당 1회 이상의 비율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밟는 것을 
말합니다.)

• 라디오와 같은 전자 장치를 설치할 경우 EBS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배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설치 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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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차량 감속율과 함께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 양을 사용하여 적재 조건을 계산하고 브레이크 
강도를 결정합니다. 적재 조건이 변하면 EBS가 무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재계산은 총 3 ~ 4회 
브레이크를 펌핑하지 않고 차량이 3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에만 완료됩니다.

• EBS 경고등이 켜질 경우 EBS 오작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EBS가 작동 
중이므로 브레이크의 느낌이 상당히 변하지만 일반 브레이크는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EBS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차량을 멈춘 다음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BS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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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은 차량이 차선에서 벗어난 것을 감지해 경고음과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의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6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 LDWS는 차선 내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도로에 
집중하거나 조향핸들을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것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항상 
손은 조향핸들을 잡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차선 표시가 흐릿하거나 더러운 경우

 - 비, 눈, 안개, 반사광 등으로 인해 차선 표시를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

 - 도로 건설 이후 바랬거나 그림자, 눈, 물웅덩이 등으로 인해 차선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차선 표시가 너무 좁게 그려져 있는 경우

 - 차선 표시가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 고속도로 입구와 같은 급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건설 상황으로 인한 차로 제한 때문에 차선 표시를 넘어 주행하거나 건설을 위해 그린 
임시 차선 표시 내에서 주행할 경우

 - 구불구불하거나 거친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정속 주행 또는 추월 차선 등 고속도로 주 차선 바깥에서 주행할 경우(예: 갓길)
 - 전조등 렌즈가 더러움 등의 이유로 전조등 조명이 약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

 - 밝기가 갑자기 바뀌거나 계속 변하는 경우

 - 화물을 균일하게 적재하지 않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잘못 조정된 등의 이유로 인해 
차량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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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제어 장치 및 기기

• LDWS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항상 앞유리를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빗방울, 응축수, 얼음 또는 눈이 붙어 있으면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앞유리에 김이 서려 있으면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해 제거하십시오.
 - 카메라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메라를 분리 또는 분해 시, 장착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분리 또는 분해했다면 
ISUZU 딜러에서 검사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 대시보드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앞유리에 물건이 비춰져 차선 표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스티커 등을 앞유리의 카메라 렌즈 앞 부분에 붙이지 마십시오.
• 좌측 및 우측 도어 스피커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를 ISUZU 순정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면 경고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DWS 경고등(황색)도 점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는 미러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LDWS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MFUH40SH000201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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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제어 장치 및 기기

LDWS 관련 장치

MFUH40MF000101

카메라

LDWS 스위치

스피커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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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명칭 화면 표시 표시 내용

LDWS OFF LDWS 스위치를 사용하여 LDWS 경고 기능을 
중지할 경우

LDWS ON LDWS 시스템이 작동 중일 경우

경고 표시 LDWS 시스템이 차선 이탈을 감지하고 경고를 
내릴 경우

차선을 감지할 수 없음

MFUF00SH000401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

*표시 영역 3에 표시됩니다

LDWS MID 표시 내용

LDWS 상태에 따라 MID에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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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제어 장치 및 기기

LDWS 스위치

LDWS 스위치를  사용하면  LDWS 경고 
타이밍을 변경하거나 LDWS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LDWS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LDWS 시스템이 
“기본”, “LDWS OFF” 및 “고속” 설정을 순서대로 
전환하며, 다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옵니다. 
LDWS 작동이 정지되면 LDWS 경고등(황색)이 
켜집니다.

MFUH40SH0104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명칭 화면 표시 표시 내용

LDWS OFF

MFUG40SH014701

---m LDWS 스위치를 사용하여 LDWS 경고 기능을 
중지할 경우

LDWS ON

MFUG40SH014801

---m LDWS 시스템이 작동 중일 경우

경고 표시

MFUG40SH014901

---m LDWS 시스템이 차선 이탈을 감지하고 경고를 
내릴 경우

차선을 감지할 수 없음

MFUG40SH015001

---m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 지원 표시 영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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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경고 타이밍 표시 영역 3

LDWS 경고등

LNUH00SH004101

경고 타이밍 설명

빠르게 OFF
차량이 좌측 또는 우측 차선 표시와 
접촉하면 울림

기본 OFF
차량이 좌측 또는 우측 차선 표시를 
넘으면 울림

시스템 OFF ON ―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경고 타이밍 화면 표시

LDWS 경고등

LNUH00SH004101

경고 타이밍 설명

빠르게

MFUF40SH006501

---m OFF
차량이 좌측 또는 우측 차선 표시와 
접촉하면 울림

기본

MFUF40SH006801

---m OFF
차량이 좌측 또는 우측 차선 표시를 
넘으면 울림

시스템 OFF

MFUF40SH006401

---m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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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제어 장치 및 기기

• 경고 타이밍이 “기본” 또는 “빠르게”로 설정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끌 경우 엔진 시동을 
다시 걸면 동일한 경고 타이밍이 유지됩니다.

• LDWS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끄고 엔진 시동을 다시 걸면 경고 타이밍이 
“기본”으로 설정되면서 LDWS가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LDWS 경고등

LNUH40SH004801

LDWS 작동 점검

LDWS 경고등(황색)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켜졌다가 약 3초 이후에 꺼지며, 
이는 정상 작동입니다. LDWS가 작동되면 MID 
표시 영역 3에 LDWS ON 표시등(녹색)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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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제어 장치 및 기기

LDWS 경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고 있음을 LDWS가 감지하면 MID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를 표시하고 
경고음을 울려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경고 타이밍 표시 영역 3 경고음 상태

빠르게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우측 차선 표시에 닿아 
있음(우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좌측 차선 표시에 닿아 
있음(좌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기본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우측 차선 표시를 
넘어감(우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좌측 차선 표시를 
넘어감(좌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경고 타이밍 화면 표시 경고음 상태

빠르게

MFUF40SH006601

---m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우측 차선 표시에 닿아 
있음(우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MFUF40SH006901

---m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좌측 차선 표시에 닿아 
있음(좌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기본

MFUF40SH007001

---m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우측 차선 표시를 
넘어감(우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MFUF40SH007101

---m
반복음

차량 타이어가 좌측 차선 표시를 
넘어감(좌측 전방 도어 스피커에서 
경고음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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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제어 장치 및 기기

•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 차량을 양지에 장시간 주차해 놓은 후 차량을 출발하면 LDWS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카메라 주변의 온도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되면 카메라가 작동을 
재개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LDWS 경고 기능이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조향핸들을 돌릴 경우

 - 급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차량 속도가 60 km/h 미만일 경우

 - 차량 작동 중에 차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 LDWS 경고가 발령된 직후(경고가 발령되고 나면 수 초간 시스템이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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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제어 장치 및 기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조치

카메라 오염

LNUE00SH005101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가 오염된 
경우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를 
청소하십시오.

LDWS 고장

LNUE00SH005001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조치

카메라 오염

정지 시

MFUG00SH0038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camera.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CAMERA CLEAN-UP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가 오염된 
경우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를 
청소하십시오.이동 시

MFUG00SH003701

CAMERA CLEAN-UP

VAT 고장

정지 시

MFUG00SH003401

Contact an ISUZU dealer.
VAT FAILURE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이동 시

MFUG00SH003301

VAT FAILURE

LDWS 경고등

LNUH40SH004801

(황색)

LDWS 고장

MID에  “LDWS Failure”  경고등(황색)이 
나타나고  LDWS 경고등 (황색 )이  켜지면 
LDWS에 고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LDWS 스위치로 LDWS를 끄고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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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제어 장치 및 기기

이 시스템은 밀리웨이브 레이더 및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 방향 및 동일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며 다른 차량에 너무 가까워질 경우 경고음 및 MID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상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을 주행할 때 항상 모든 속도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차량간 거리 경고 V

차량간 거리 경고 관련 장치

MFUH40LF000201

스피커

밀리웨이브 레이더

차량간 거리 설정 스위치

스피커

카메라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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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제어 장치 및 기기

• 다음 조건에서는 전방 방향에 있는 다른 차량들이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작동할 때 이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도심 지역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

 - 급커브길 또는 급경사로

 - 도로가 얼어 있거나 눈으로 덮여 있는 등 미끄러운 도로 조건

 - 비, 안개, 눈 등 열악한 날씨 조건

 - 교통 상태로 인해 빈번한 가속 및 감속이 필요한 경우

 - 급경사로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릴 경우

 - 고속도로에 진출입하거나 도로 요금소를 지나갈 경우

• 이 시스템은 다음의 기계적 제한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이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항상 적절한 차량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 오토바이와 같은 작은 물체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로의 커브, 조향핸들 작동 또는 차선 내 차량 위치에 따라 인접 차선의 차량이나 도로 
주변 구역의 물체가 잠시 감지될 수 있습니다.

 -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터널 안 또는 노견에 차음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장치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앞에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밀리웨이브 레이더 파동이 
가로막혀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적절히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치 방향 변경 등) 밀리웨이브 레이더 설치 상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밀리웨이브 레이더 설치 상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화물을 (모두 한쪽으로 또는 앞쪽이나 뒤쪽으로) 고르지 않게 실어 차량 자세가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경우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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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제어 장치 및 기기

• 카메라 파손 또는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항상 다음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 앞유리는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빗방울, 서리, 눈이 있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앞유리에 김이 서리면 히터 또는 A/C를 사용하여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 카메라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메라의 장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카메라를 분리 또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분리한 경우 ISUZU 딜러에서 카메라를 검사/수리 받으십시오.

 - 대시보드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건은 앞유리에 반사되어 도로 차선 
표시의 부적절한 인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스티커 등을 카메라 렌즈 앞쪽의 앞유리 영역에 붙이지 마십시오.
• 우측 또는 좌측 도어 스피커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를 ISUZU 비순정 스피커로 교체할 경우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LDWS 경고등(황색) 및 AEBS OFF 표시등(황색)도 켜질 수 있습니다.

차량간 거리 설정 스위치

이 스위치는 경고가 발생되는 차량간 거리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하는 차량간 거리 설정 시  

MFUG40SH0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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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제어 장치 및 기기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스위치

이 스위치는 차량간 거리 경고의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HCUF40SH016101

차량간 거리 경고 MID 표시 내용

차량간 거리 경고의 작동 상태에 따라 MID에 다음 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차량간 거리 경고 작동 중  
[전방 방향에 차량이 있음]

MFUH40SH000301

40m 전방 방향에서 차량이 감지될 경우 차량간 
거리 경고 작동

차량간 거리 경고 작동 중  
[전방 방향에 차량이 없음]

MFUH40SH000401

---m 전방 방향에서 차량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차량간 거리 경고 작동

차량간 거리 경고 
디스플레이

MFUG00SH003101

BRAKE! 전방 방향에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간 
거리가 너무 짧을 경우

04단원-2-v2.indd   215 2020-06-09   오전 10:03:19



4-216 제어 장치 및 기기

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조치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

MFUG00SH0036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radar.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RADAR CLEAN-UP

정지 시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이 감지될 경우

밀리웨이브 레이더에서 
먼지, 물방울, 눈을 닦아 
내십시오. 표시 내용이 
계속 표시될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G00SH003501

RADAR CLEAN-UP

이동 시

VAT 고장

MFUG00SH003401

Contact an ISUZU dealer.
VAT FAILURE

정지 시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G00SH003301

VAT FAILURE

이동 시

이상이 발생할 경우 MID에 다음 표시 내용이 표시됩니다.

• 눈 덮인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밀리웨이브 레이더 전면이 눈으로 막혀 있으면 MID가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RADAR CLEAN-UP")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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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제어 장치 및 기기

차량간 거리 경고 작동 시작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HI" 볼륨과 
경고 거리를 위한 이전 설정 위치에서 차량간 
거리 경고가 작동을 시작하고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 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차량간 거리 경고 디스플레이 
(전방 방향에 차량이 없음)

HCUF00SH025401

차량간 거리 경고 디스플레이 
(전방 방향에 차량이 있음)

HCUF00SH026401

차량간 거리 경고 표시 및 작동 내용

경고 디스플레이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너무 가까워지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할 경우 MID는 
운전자 주의 경고를 표시하고 이 경고를 다른 
모든 표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경고음도 
울립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MFUG40SH013101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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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제어 장치 및 기기

•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간 거리 경고가 표시 내용을 표시하거나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 2 m(79 인치) 이상의 차량 거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 차량을 정지한 경우

 - 전방 방향에 있는 또 다른 차량이 차량을 향해서 가는 경우

 - 차량간 거리가 차량을 식별하기에 너무 큰 경우

 -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에 가까운 경우

 - 급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후진하는 경우

• 이 시스템은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에 발생하는 센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는 자동 교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캡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주행을 시작했거나 (신호등 정지 등)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장시간 계속 주행할 경우 자동 교정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평한 지면에서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로 15초간 정차하여 자동 교정이 완료되도록 하십시오. 차량을 직선 
도로에서 주행할 때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을 계속 감지할 수 없고 MID에 고장 표시가 
나타날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점검 및 정비 받으십시오.

•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간 거리가 2 m(79 인치) 이하일 때 경고등이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 50 km/h 이상의 차량 속도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가 
6 m(236 인치) 이하일 경우 경고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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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제어 장치 및 기기

원하는 차량간 거리 설정 시

차량간 거리 설정 스위치의 "LONG" 쪽(차량간 
거리 연장) 또는 "SHORT" 쪽(차량간 거리 
단축)을 눌러 차량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FUG40SH014001

• 차량간 거리 설정 스위치를 작동하면 
단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차량간 거리를 이미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후 버튼의 "SHORT" 쪽을 누르거나 
차량간 거리를 이미 최대 수준으로 설정한 
후 버튼의 "LONG" 쪽을 누르면 정상 
작동음 대신에 짧은 반복음이 들립니다.

• 경고음이 울리는 차량간 거리는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과의 속도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MFUG40SF001101

차량간 거리 설정 

전방에 차량 있음

전방에 차량 없음

가까움멈

차량간 거리 설정 상태는 MID의 좌측 상단부에 5단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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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제어 장치 및 기기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차량간 
거리 경고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MENU" MID 스위치를 눌러 차량간 거리 

경고음 볼륨 화면을 표시하십시오.
 2. 메뉴 화면에서 "사용자 설정"을 선택한 다

음 "COLL WARN SOUND VOL"을 선택
하십시오.

 3. "UP" 또는 "DOWN"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 
스위치를 눌러 조정한 다음 "ENTER"를 눌
러 완료하십시오. "MUTE", "LO(낮음)", 
"MED(중간)", "HI(높음)"의 네 단계로 조정
이 가능합니다.

MID 스위치

• 볼륨을 "MUTE"로 설정하면 차량간 거리 경고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MID 
디스플레이 및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HCUF40SH019301

상승

하강

메뉴

엔터

리턴

MFUG40SH012001

USER SETUP

COLL WARN SOUND VOL

MUTE LO MED HI

PRESS             TO CHANGEENTER

차량간 거리 경고 시 버저 울림

차량간 거리 경고 볼륨 조정 시

차량간 거리 경고 시 도어 스피커에서 다음 버저가 울립니다.

명칭 경고 설명

작동 거부음 짧은 단음 세 개 요청한 작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작동음 단음 요청한 작동을 수행한 경우
고장 경고 짧은 단음 세 개 장치 이상이 감지된 경우

차량간 거리 경고 짧은 반복음 차량간 거리 경고를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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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제어 장치 및 기기

이 시스템은 밀리웨이브 레이더 및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 방향에 있는 물체가 감지될 경우 
자율적인 브레이크 작동으로 피할 수 없는 해당 물체(주로 다른 차량)와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AEBS) V

• AEBS는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을 말합니다.

MFUH40LF000101

스피커

밀리웨이브 레이더

AEBS OFF 표시등

스피커

카메라

MID

AEBS OFF 스위치

AEBS 관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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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제어 장치 및 기기

• AEBS의 한계

 - AEBS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행 시 항상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화물을 (한쪽으로만 또는 앞쪽이나 뒤쪽으로만) 고르지 않게 적재하거나 차량 자세가 
지나치게 기울어진 경우 또는 주변 도로 조건에 따라 전방 방향에 있는 물체가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거나 도로 측면에 있는 물체가 잘못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EB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EBS는 운전자 작동을 보완하거나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켜 충돌을 회피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 다음 작업은 차량 자세 변화를 유발하고 특수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을 주행할 
경우 AEBS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 크기 변경

 - 리프 스프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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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제어 장치 및 기기

• 밀리웨이브 레이더 센서 취급

 - 밀리웨이브 레이더 커버는 항상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 래커 희석액이나 벤진 등을 사용하여 밀리웨이브 레이더 커버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변형 등으로 인해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커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커버를 도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앞에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파가 가로막혀 전방 
방향에 있는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장치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치가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서 장치를 검사/수리 받으십시오.

 - 장착 상태가 변경될 경우(장착 방향 변경 등) 전방 방향에 있는 물체가 올바르게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리웨이브 레이더를 분해하거나 조정하지 마십시오.

 - 밀리웨이브 레이더를 조정해야 할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서 레이더를 검사/수리 
받으십시오.

 - 밀리웨이브 레이더 장치에서 기술 표준 준수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카메라 파손 또는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항상 다음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 앞유리는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빗방울, 서리, 눈이 있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앞유리에 김이 서리면 히터 또는 A/C를 사용하여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 카메라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메라의 장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카메라를 분리 또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분리한 경우 ISUZU 딜러에서 카메라를 검사/수리 받으십시오.

 - 대시보드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건은 앞유리에 반사되어 도로 차선 
표시의 부적절한 인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스티커 등을 카메라 렌즈 앞쪽의 앞유리 영역에 붙이지 마십시오.
• 우측 또는 좌측 도어 스피커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를 ISUZU 비순정 스피커로 교체할 경우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LDWS 경고등(황색) 및 AEBS OFF 표시등(황색)도 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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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제어 장치 및 기기

• 작동 조건(작동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습니다.
 - AEBS OFF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습니다.
 - 차량이 약 15 km/h 이상의 속도로 전방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 차량과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 사이에 약 5 km/h 이상의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MID에 "VAT FAILURE" 및 "RADAR CLEAN-UP"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AEBS OFF 표시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 AEBS가 작동할 수 없는 조건

 - 급커브길 또는 높낮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 눈 또는 얼음이 덮인 미끄러운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 보행자가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오는 경우

 -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내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 악천후(폭풍우, 눈보라, 눈)로 인해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

 - 차량 움직임이 불안정한 경우(미끄러짐 등)
 - 조향핸들을 급격히 돌릴 경우

 - 서스펜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

• 밀리웨이브 레이더가 물체를 감지할 수 없는 조건

 - 물체가 전파를 반사하지 않는 물체인 경우

 - 물체가 오토바이처럼 감지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

 - 물체가 눈으로 덮여 감지할 수 없는 경우

• 충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AEBS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 전파를 반사하는 금속성 물체가 있는 노면에서 차량을 주행할 경우

 - 차량이 전방 방향에 있는 또 다른 차량과 갑자기 근접하게 된 경우

 - 직선 구간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전방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 커브길 또는 모퉁이에 
도달한 경우

 -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량과 근접하게 된 경우

 - 노견이 최소로 존재하고 가드레일 또는 방풍벽과 같은 구조물에 근접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참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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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위치는 AEBS를 켜고 끄기 위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AEBS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 AEBS OFF 표시등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AEBS가 재활성화되고 이 때 AEBS 
OFF 표시등이 꺼집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단음이 울립니다. 이 기능은 충돌 가능성이 
없더라도 AEBS가 가끔 작동하는 경우와 같이 
AEBS를 비활성화해야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AEBS 작동 중지 또는 자동 비활성화

• AEBS는 엔진 시동을 건 후 항상 켜집니다.

AEBS OFF 표시등

HCUF00SH028301

MFUG40SH002601

다음 조건에서는 AEBS가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때 충돌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AEBS OFF 스위치를 눌러 AEBS를 비활성화할 경우
 •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 가속 페달을 해제했다가 힘차게 밟을 경우
 •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
 • AEBS 이상이 감지된 경우

AEBS OFF 스위치

참고(계속)
 - 좁은 터널을 통과하거나 철교 또는 고가 도로 아래를 지나가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 서스펜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

 - 연락선 또는 배로 차량을 주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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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운전자 주의 경고

MFUG00SH003101

BRAKE! 시스템이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유도할 경우

브레이크 작동 경고

MFUG00SH003201

BRAKE!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이 감지되고 충돌 회피가 
어려워 AEBS가 자율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할 
경우

MID 표시 내용

AEBS가 작동할 경우 MID에 다음 표시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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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표시 화면 표시 표시 내용 조치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

MFUG00SH0036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radar.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RADAR CLEAN-UP

정지 시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이 감지될 경우

밀리웨이브 레이더에서 
먼지, 물방울, 눈을 닦아 
내십시오. 표시 내용이 
계속 표시될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G00SH003501

RADAR CLEAN-UP

이동 시

카메라 오염

MFUG00SH003801

Clean the front surface of 
camera. If the warning still
appears, contact an ISUZU
dealer.

CAMERA CLEAN-UP

정지 시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가 오염된 
경우

카메라 렌즈 또는 
앞유리(안팎)를 
청소하십시오.

MFUG00SH003701

CAMERA CLEAN-UP

이동 시

VAT 고장

MFUG00SH003401

Contact an ISUZU dealer.
VAT FAILURE

정지 시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G00SH003301

VAT FAILURE

이동 시

이상이 발생할 경우 MID에 다음 표시 내용이 표시됩니다.

• 눈 덮인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밀리웨이브 레이더 전면이 눈으로 막혀 있으면 MID가 
밀리웨이브 레이더 오염("RADAR CLEAN-UP")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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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경고 설명

운전자 주의 경고 짧은 반복음
시스템이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유도할 경우

자율 브레이크(부분) 
작동 경고

짧은 반복음
시스템이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AEBS가 자율적으로 브레이크를 부분 작동할 
경우

자율 브레이크(완전) 
작동 경고

빠른 반복음 AEBS가 자율적으로 브레이크를 완전 작동할 
경우

고장 경고 짧은 단음 세 개
밀리웨이브 레이더 또는 AEBS 고장이 발생할 
경우

AEBS 작동 시 경고 울림

상황에 따라 AEBS는 다음 경고음을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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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S 작동

AEBS 작동 흐름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MFUG40SH013101

BRAKE!
MFUG40SH014301

정지된 차량

 1. AEBS가 전방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
하고 경고음(짧은 반복음)을 울려 운전자에
게 경고합니다. MID에 운전자 주의 경고(적
색)가 표시됩니다. 이 때 브레이크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작동 경고(부분)

MFUG40SH014601

BRAKE!
MFUG40SH014501

 2. AEBS가 충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브레이크를 부분 작동합니다. 
경고음(짧은 반복음)이 울리고 MID에 브레
이크 작동 경고(적색)가 표시됩니다. 이 때 
브레이크 램프가 켜집니다.

브레이크 작동 경고(완전)

MFUG40SH014601

BRAKE!
MFUG40SH014401

 3. AEBS가 차량간 거리의 추가 감소로 인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브레이크를 완전 작동합니다. 경고음(빠른 
반복음)이 울리고 MID에 브레이크 작동 경
고(적색)가 표시됩니다. 이 때 브레이크 램
프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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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이 장치는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들의 오정렬을 자동으로 교정합니다. 추운 날씨에 캡 내부 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거나 신호등 정지 등 멈추지 않고 차량을 장시간 주행할 경우 자동 
교정이 일어나지 않아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평한 지면에서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로 약 15초간 정차하여 자동 교정이 완료되도록 
하십시오. 위의 절차를 시도한 후 직선 도로에서 주행할 때 전방 방향에 있는 차량들을 계속 
감지할 수 없고 고장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수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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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는 엔진에서 직접 또는 변속기를 통해 엔진 출력을 특수 장치에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이 설명서는 PTO 작동을 설명합니다. PTO 스위치 이외의 특수 장치 작동은 해당 
특수 장치에 대한 별도의 작동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동력 인출 장치(PTO) V

PTO 작동 시

• PTO를 작동하기 전에 차량 주변과 위에 사람이나 사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PTO는 평평한 지면에서 작동하십시오.
• PTO와 특수 장치를 작동할 때는 반드시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확실하게 당기고,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주행 중에는 PTO 또는 특수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특수 장치의 작동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수 장치 작동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 PTO가 작동되어 있을 때 기어를 변속하지 마십시오.

• Smoother 모델의 PTO는 시스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 속도가 높을 경우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냉간 시동 직후 일어나는 고속 공회전 제어 시 또는 공회전 제어 
노브로 엔진 속도를 올릴 시에는 PTO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예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공회전 제어 노브를 최저 설정으로 되돌린 후 PTO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공회전 고속 제어 기능]
• 엔진 온도가 낮을 경우 자동으로 공회전 속도를 올려 엔진 예열을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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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PTO를 체결 및 분리하는 스위치입니다. PTO가 체결된 경우 PTO 표시등이 표시됩니다. 
PTO를 체결할 때는 차량을 멈춘 다음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PTO 스위치

수동 변속기 모델의 PTO 체결
 1.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습니다.
 2.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잠시 멈추었다

가 PTO 스위치를 "ON" 위치로 누르십시
오.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를 부드럽게 체결하십시오.

• 클러치를 분리한 다음 PTO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어가 
손상됩니다.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LNU7Z0SH0086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801

PTO

MFUG40SH013001

PTO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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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변속기 모델의 PTO 분리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고 PTO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른  다음  PTO 표시등이  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Smoother 모델의 PTO 체결
 1.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은 다음 공회전 제어 노브를 반시계 방

향으로 끝까지 돌리십시오.
 2.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PTO 스위치를 "ON" 위치로 누른 다음 PTO 표시등이 표시되는지 확

인하십시오.

• DPD가 수동으로 재생되는 동안 PTO 스위치를 작동하면 PTO가 체결되지 않거나 DPD 
재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DPD 재생이 완료된 후에만 PTO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Smoother 모델의 PTO 분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PTO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른 다음 PTO 표시등이 꺼지고 PTO에 
의한 장치 구동이 중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LNU7Z0SH0086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00SH009801

PTO

MFUG40SH013001

PTO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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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제어 레버

덤프 제어 레버는 덤프 차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섹션은 덤프 트럭의 덤프 제어 레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덤프 제어 레버 이외의 제어 장치 작동은 별도의 "덤프 트럭 작동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 차량 주행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시에는 덤프 제어 레버를 "down" 위치에 놓으십시오. 덤프 
제어 레버가 잠금 버튼에 의해 제자리에 유지되고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캡에 올라가거나 캡에서 내릴 때 절대 덤프 제어 레버를 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레버가 
뜻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덤프 제어 레버 기본 작동

덤프 차체를 올리려면
 1. PTO 스위치를 눌러 PTO를 체결하십시오.

 2.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레버를 위로 당기
십시오. 덤프 차체가 상승합니다. 덤프 차체
가 완전히 올려진 위치에 도달하면 레버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MFU8Z0SH024201

MFUG40SH013001

PTO 스위치

04단원-2-v2.indd   234 2020-06-09   오전 10:03:21



4-235제어 장치 및 기기

덤프 차체를 내리려면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레버를 아래로 움직 
이십시오.

MFU740SH006501

믹서 제어 레버

혼합, 충진 및 방출은 제어 레버를 해당 위치에 놓아 이루어집니다. 가속 페달 위치를 변경하여 드럼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덤프 차체 취급 및 보다 자세한 지침은 덤프 차체 제조업체의 작동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 콘크리트 믹서 취급 및 보다 자세한 지침은 콘크리트 믹서 제조업체의 작동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소화 펌프 레버
수동 변속기 모델의 경우 소화 펌프를 작동하려면 클러치 페달을 밟고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소화 펌프 제어 레버를 위로 당기십시오. 소화 펌프를 분리하려면 클러치 페달을 밟고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레버를 아래로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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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차량 높이 조절 시스템은 리모컨 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칸을 화물 취급에 가장 적합한 높이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설정된 높이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 높이 조절 시스템 V

• 높이 조절 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십시오.
• 화물칸과 휠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행 중에 차량 높이를 조절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운전에서 주의가 
분산됩니다. 또한, 특정한 노면 조건에서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경사로에서는 차량 높이를 조절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굴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차량 높이를 조절하려면 차량을 평평한 지면에 정지하고 휠에 고임목을 받치십시오.
• 차량 높이를 조절하기 전에 높이를 올렸을 때 차량 지붕과 화물칸 위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을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화물칸에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차량보다 에어 서스펜션 차량의 높이가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화물 취급 시 통과 높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최소 50 cm(20 in)의 통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 조절 후 차량 높이는 정상 주행 높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조절된 높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아 차량 높이를 정상 
주행 높이로 되돌리십시오. 주행을 시작할 때마다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이 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물칸 상부가 차고 입구 또는 기타 장애물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 높이 조절 시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으면 설정된 높이가 유지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ON" 위치에 놓으면 차량 높이가 정상 주행 높이로 조절됩니다. 
화물칸 위 및 아래 공간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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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제어 장치 및 기기

•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ON" 위치에 놓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다음의 에어 탱크 공기압을 설정하지 않는 한 차량 높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엔진을 
최대한 구동한 상태로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UP/DOWN 스위치로 높이 조절 시]
539 kPa(5.5 kgf/cm²/78 psi)
[메모리에 있는 높이로 조절 시]
640 kPa(6.5 kgf/cm²/92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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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제어 장치 및 기기

MFUJ40MF000501

1

2

3 8

7

6

4

5

번호 표시등/스위치 설명

1 전원 표시등 전원 스위치를 "켜면" 켜집니다.

2 전원 스위치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 차량 높이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켭니다".

3 M1 스위치
(메모리 스위치 1)

원하는 차량 높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이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차량 높이가 저장된 높이로 자동 
조절됩니다.

4 M2 스위치
(메모리 스위치 2)

원하는 차량 높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이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차량 높이가 저장된 높이로 자동 
조절됩니다.

5 UP 스위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차량 높이가 올라갑니다.

6 DOWN 스위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차량 높이가 내려갑니다.

7 STOP 스위치
M1, M2 또는 높이 재개 스위치를 사용하여 차량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동안 이 스위치를 누르면 높이 조절이 
중단됩니다.

8 높이 재개 스위치 차량 높이를 정상 주행 높이로 되돌립니다.

리모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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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제어 장치 및 기기

• 주차 브레이크를 건 후에만 리모컨 장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탱크 공기압이 539 kPa(5.5 kgf/cm²/78 psi) 이상이고 시동 스위치가 "ACC" 또는 "ON" 
위치에 유지되는 한 화물칸에 짐을 싣고 내릴 때도 조절된 차량 높이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20 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시스템이 리모컨 장치를 사용하여 조절된 차량 높이를 
유지합니다.

• 새로운 차량 높이가 메모리 스위치에 프로그래밍되면 이전에 스위치에 프로그래밍된 
높이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특정한 조건에서는 차량이 약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질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04단원-2-v2.indd   239 2020-06-09   오전 10:03:21



4-240 제어 장치 및 기기

 1.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2)를 눌러 장치
를 "켜십시오". 그러면 리모컨 장치의 전원 
표시등(1)과 캡 내부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적색)이 켜지고 MID
에 "HEIGHT CONTROL"이 표시됩니다.

 2. UP 스위치(5) 또는 DOWN 스위치(6)를 
눌러 차량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차량 높이가 올라가
거나 내려갑니다. 차량 높이가 변하는 동
안 버저가 울립니다. 차량 높이가 상한 또
는 하한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높이 조절을 
멈춥니다.

차량 높이 조절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

• 에어 탱크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시스템이 
UP 스위치(5) 또는 DOWN 스위치(6) 
작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엔진 
시동을 걸어 에어 탱크 압력을 올리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 작동 중

MFUG00SH010101

HEIGH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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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제어 장치 및 기기

메모리 스위치당 하나씩 총 2개의 높이를 프로그 
래밍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높이를 원하는 높이로 조절하십시오.
 2. STOP 스위치(7)를 누른 상태로 M1 스위

치(3) 또는 M2 스위치(4)를 누르십시오. 이
제 높이가 누른 메모리 스위치로 프로그래
밍됩니다.

차량 높이를 메모리 스위치에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M1 스위치(3) 또는  M2 스위치(4)를  눌러 
차량 높이를 원하는 미리 프로그래밍된 높이로 
설정하십시오.

차량 높이를 미리 프로그래밍된 높이로 설정하는 방법

• 에어 탱크 압력이 떨어질 경우 높이 조절 
과정이 완료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엔진 시동을 걸어 에어 탱크 압력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시스템이 남은 조절 
부분을 계속합니다.

M1 스위치(3), M2 스위치(4) 또는 높이 재개 
스위치(8)를 사용하여 시작한 자동 차량 높이 
조절을 중단해야 할 경우 STOP 스위치(7)를 
누르십시오.

높이 조절 비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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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속도가 20 km/h를 초과하여 리모컨 장치 작동이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정상 주행 높이를 복구하는 데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을 정지하여 차량 높이가 정상 주행 높이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주행을 
시작하십시오.

• 에어 탱크 압력이 539 kPa(5.5 kgf/cm²/78 psi) 이하로 떨어지면 높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 에어 탱크 압력이 떨어질 경우 높이 조절 과정이 완료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엔진 시동을 걸어 에어 탱크 압력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시스템이 남은 조절 부분을 
계속합니다.

 1. 높이 재개 스위치(8)를 눌러 차량 높이를 정
상 주행 높이로 되돌리십시오.

 2.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2)를 눌러 장치
를 "끄십시오". 전원 표시등(1)이 꺼집니다.

조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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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절 타이머가 활성화되면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은 후에도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리모컨 장치를 사용하여 차량 높이 조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높이 조절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리모컨 장치의 전원 표시등이 꺼집니다.)

차량 높이 조절 타이머

• 이 기능의 사양은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높이 재개 스위치(8)를 누르는 대신 전원 스위치(8)를 눌러 조절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높이가 자동으로 정상 주행 높이로 돌아갑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일어나면 시스템이 리모컨 장치의 조절을 자동으로 중단하고 차량 높이를 
정상 주행 높이로 되돌립니다.

 - 리모컨 장치의 커넥터가 분리된 경우

 - 차량 속도가 20 km/h 이상에 도달한 경우(이 경우 주행 시 인스트루먼트 패널에서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적색)이 깜박이고 MID(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에 "AIR SUS. 
HEIGHT"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차량을 멈추고 전원 스위치(2)를 "OFF" 위치로 
누르십시오. 차량 높이가 정상 주행 높이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주행을 
시작하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는 경우(이 경우 차량이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렸을 때 있었던 높이로 유지되고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다시 놓으면 차량 
높이가 정상 주행 높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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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조절 타이머를 사용할 경우 정상 높이 조절 시와 같이 주변 구역의 안전 및 간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높이 조절 타이머를 사용하면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더라도 높이 조절이 
계속됩니다. 차량에서 정비 및 정기점검/유지관리를 수행할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높이 조절을 종료하십시오.

 -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르십시오.
 -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STOP 스위치를 3초 이상 계속 누르십시오.

• 높이 조절 타이머를 사용하여 차량 높이를 조절한 상태로 화물을 취급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높이 조절을 종료하십시오. (리모컨 장치의 전원 표시등이 꺼집니다.)

 -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르십시오.
 - 리모컨 장치의 STOP 스위치를 3초간 계속 누르십시오.

• 높이 조절 타이머의 시간 설정(사용 가능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다음 중 하나라도 실행한 후에는 높이 조절이 즉시 종료됩니다. (리모컨 장치의 전원 
표시등이 꺼집니다.)

 - 리모컨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누른 경우

 - 리모컨 장치의 STOP 스위치를 3초간 계속 누른 경우

 - 리모컨 장치의 커넥터가 분리된 경우

• 높이 조절 타이머를 사용 중일 때 시동 스위치를 "ACC" 또는 "ON" 위치에 놓으면 높이 
조절이 비 타이머 높이 조절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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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은 전방 충돌 발생 시 작동되어 충격 
에너지가 특정 수준을 상회하면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에어백이 좌석에 앉은 동승자의 
신체를 확실하게 고정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동승석 에어백 장착 모델)의 두부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와 동승자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작동 점검

MFUG70SH000101

운전석 에어백 조립품

SRS 에어백 경고등은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리면 수 차례 깜박이다가 꺼져야 합니다.
SRS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필요할 때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오류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ISUZU 
딜러에서 차량 검사/정비를 받으십시오.

[오류]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렸을 때 
경고등이 7회 깜박이지 않을 경우

 -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

 - 차량을  주행하는  도중에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SRS(보조 안전 장치) 에어백 시스템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13601

운전석 에어백 조립품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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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액세서리를 설치하면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조향핸들을 비표준 조향핸들로 교체하거나 조향핸들 패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시스템 작동 시 스티커가 발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기판의 상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액세서리나 방향제를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에어백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시스템 작동 시 발사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에어백이 잘못 
작동되어 안전 벨트가 예상치 못하게 감기거나 에어백이 갑자기 팽창되면서 동승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잘못 실시하면 시스템의 작동에 악영향을 
미쳐 오작동이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조향핸들, 인스트루먼트 패널, 중앙 콘솔 및 가속 페달 주변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 및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의 수리 또는 
교체, 그 폐기 또는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 및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폐기

 - 오디오 장치나 액세서리 설치 또는 차체 설치물 변경

 - 차량 전방과 캡 패널의 재도색 작업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ISUZU 딜러에서 즉시 차량을 검사받으십시오.
• SRS 에어백 경고등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낼 경우

•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작동된 경우 (SRS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에어백이 충격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이 
심각한 수준의 전방 충격을 받은 경우

• 안전 벨트가 닳았거나 마모된 경우

• 조향핸들 패드 표면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수준의 충격을 받은 경우

• 계기판 표면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수준의 충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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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추돌 시 차량이 특정 수준을 넘는 충격을 
받게 되면 프리텐셔너가 안전 벨트를 즉시 감아 
안전 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동승자를 
좌석에 확실하게 고정하여 안전 벨트의 고정 
효과를 증대합니다.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

MFU740SH011101

MFU8Z0SH041901

ISRI 6860/875NTS 모델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는 차량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전방 충격을 받으면 
동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줄여 
줍니다.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매야 최대 
효과가 발휘됩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는 순간적으로 
안전 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팽팽하게 당겨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줄여 줍니다. 
안전  벨트가  작동되면  마찰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해 가벼운 멍이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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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벨트를 제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되면 부품이 튕겨 나가 
부상을 입거나 시스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는 충돌 시 작동되고 나면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ISUZU 
딜러에서 안전 벨트를 즉시 교체받아야 합니다.

• 프리텐셔너 기능이 고장 나더라도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는 일반 안전 벨트로 작동하여 
정상적인 안전 벨트 기능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는 작동되는 순간에 소리가 납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충돌로 인해 작동되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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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은 안전 벨트를 보완하여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을 초래하는 전방 충돌 시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 작동 후 팽창을 통해 동승자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하고 줄여 줍니다.

SRS 에어백

• 이 에어백은 차량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전방 충격을 받을 시 동승자가 입을 피해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함께 작동되어 안전 벨트의 동승자 보호 
효과를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매야 최대 효과가 발휘됩니다.

• 에어백은 안전 벨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안전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 에어백은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힘으로 순간 팽창합니다. 에어백이 팽창하면 
마찰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해 가벼운 멍이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에어백은 전개 후 신속하게 공기가 빠져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에어백이 충돌로 인해 작동되면 SRS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 에어백이 팽창되면 작동음과 백색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는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색 연기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여물(기체 등)이 눈이나 피부에 닿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십시오. 드물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백이 팽창된 직후에는 에어백을 팽창하는 금속 부위가 뜨겁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 에어백은  팽창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인근  ISUZU 딜러에서  즉시 
교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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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은 전방 충돌 
시 차량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을 받으면 작동됩니다. 차체가 충격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충격에서 발생한 힘이 줄어들어서 또는 받은 충격의 강도나 방향으로 인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전방이 충돌로 인해 크게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좌석에서 받는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변형 정도와 손상이 반드시 에어백의 
작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와 작동되는 방법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

 차량이 특정 수준 이상의 충격으로 단단한 벽면
에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차량이 특정 수준 이상의 충격으로 주차/정차된 차
량 또는 이동 중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 에어백이 팽창된 직후에는 에어백을 팽창하는 금속 부위가 뜨겁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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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740SH005101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정상 작동 상태라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장애물이나 차량 아래로 들어간 경우차량이 전봇대나 나무에 부딪힌 경우

MFU740SH005301

차량에 앞면각 충돌이 발생한 경우

MFU740SH004501

차량의 윤곽 쪽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편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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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이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이나 홈에 빠질 
경우

 • 차량이 도로에서 돌출되어 있는 물체와 같
은 장애물에 확실하게 충돌하는 경우

 • 차량이 고속으로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경우

 • 차량이 붕 떴다가 지면에 부딪히면서 차량 
하부에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충돌 외의 상황에서 작동되는 경우

•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팽창된 직후에는 에어백을 팽창하는 금속 
부위가 뜨겁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04단원-2-v2.indd   252 2020-06-09   오전 10:03:23



4-253제어 장치 및 기기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라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측면이 충돌한 경우차량의 후방이 충돌한 경우

MFU740SH005401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전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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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제어 장치 및 기기

• 캡의 차체 수리와 도장, 측면 패널, 조향핸들, 인스트루먼트 패널 및 중앙 콘솔 주변부의 
수리, 오디오 장치와 같은 액세서리의 설치 및 대시보드 주변부의 수리는 SRS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에어백이 갑자기 팽창해 
에어백이 주는 충격으로 인해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러한 
수리를 직접 실시하지 말고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차량 전방(범퍼, 프레임 등)을 개조하거나, 장비(예: 제설기)를 설치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방법 및/또는 자재를 사용해 차량 높이를 변경할 경우 SRS 에어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에어백을 폐기할 때는 특수 취급이 필요합니다.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폐기할 때는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운전 중에 SRS 에어백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켜지는 경우

• 에어백이 팽창될 경우

• 차량이 상당한 전방 충격을 받았는데도 에어백이 팽창하지 않은 경우

• 조향핸들 패드 표면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거나 충격을 받은 경우

• 계기판 표면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거나 충격을 받은 경우

• 에어백이 팽창되면 백색 연기와 같은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색 연기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여물(기체 등)이 눈이나 
피부에 닿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십시오. 드물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백은 팽창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ISUZU 딜러에서 교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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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제어 장치 및 기기

SRS 에어백의 전개

차량에 특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동반한 정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SRS 에어백 시스템(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이 작동되어 에어백이 즉시 팽창합니다. 에어백은 신속하게 공기가 빠져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SRS 에어백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

• 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올바른 운전 자세를 위해 좌석을 올바르게 조정하고 안전 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조향핸들과 가깝게 앉지 말고 조향핸들 위로 몸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차량에 동승석 에어백이 있다면 동승자가 손이나 발을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올려놓거나 얼굴이나 가슴을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가깝게 하고 앉지 못하게 
하십시오. 에어백이 작동되면 운전자 및/또는 동승자가 팔이나 얼굴에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의 상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액세서리나 방향제를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에어백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에어백 작동 시 발사될 수 
있습니다.

• 조향핸들을 비표준 조향핸들로 교체하거나 조향핸들 패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에어백 작동 시 스티커가 발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MFU7Z0SH008601 LNUAZ0SH000301

MFU9Z0SF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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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제어 장치 및 기기

•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을 분리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이나 
의도치 않은 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에어백 부근에는 아무 것도 두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힘에 의해 물체가 
튕겨 나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조향핸들을 베개 삼아 쉬거나 팔이나 다리를 조향핸들에 올려놓고 쉬지 마십시오.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둔 상태에서 차량을 정지해 놓았을 때 에어백이 작동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차량 전방에 가해지면 에어백이 팽창하여 부상을 입게 됩니다.

• 본인의 신체와 에어백 사이에 물건이 있거나 물건을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하면 이 물건이 튕겨 나가 얼굴에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백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 위험하기도 합니다.

• SRS 에어백 센서가 물로 젖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에 어린이를 동반해 탑승할 경우

• 차량에 어린이를 동반해 탑승할 경우 다음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준수하지 
않으면 에어백 팽창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어린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를 동승석 에어백 앞에 세워두거나 무릎에 앉히고 주행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팽창하면 어린이가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아 위험합니다.

 - 차량에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면 후향식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좌석을 동승석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동승석 에어백이 팽창하면 어린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SRS 에어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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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제어 장치 및 기기

DPD는 배기 가스 내의 매연(PM)을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DPD는 DPD 필터 안에 PM을 
포집하며, 필터 안에 PM이 예정 수준까지 포집되면 DPD가 자동으로 PM을 연소시킵니다(필터 
재생). DPD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젤 매연 저감 장치(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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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제어 장치 및 기기

DPD 스위치는  PM을  수동으로  연소(필터 
재생)하는 데 사용됩니다.
"PUSH DPD SWITCH" 표시(황색)가 깜박일 
경우 DPD를 수동으로 재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깜박임은 약 1초 간격으로 일어 
나며 경고 버저의 단음 세 개가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DPD 수동 재생 절차”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DPD 수동 재생을 실시하십시오.
메시지가 약 1초 간격으로 깜박이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점멸 간격이 짧아집니다(약 1/3초 
간격). 이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계속 주행하면 
DPD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멈추고 수동 재생을 실시하십시오.

DPD 스위치 V

MFUF40SH000401

HSA 미장착 모델HAS 장착 모델

• 재생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엔진 점검 경고등 또는 SVS 표시등이 
켜집니다 .  그러면  ISUZU 딜러에서 
DPD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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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제어 장치 및 기기

• DPD 필터 안에 특정 양의 PM이 축적되면 
DPD가 자동으로 PM을 연소하지만(필터 
재생) 특정 주행 조건으로 인해 자동 
재생이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USH DPD SWITCH” 
표시(황색)가 깜박입니다. 즉시 다음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수동 재생 단계를 
실시하십시오. 수동 재생을 실시해야 DPD 
기능이 복구되며, 이는 DPD가 고장 난 후 
취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황색, 점멸)

MFU8Z0SH026301

 1. 잔디나 폐지 등 가연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합니다.

DPD 수동 재생 절차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머플러, DPD,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 장치(SCR) 시스템 및 
배기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합니다. 배기 가스의 온도는 화상을 일으킬 
만큼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2.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겁니다. 
Smoother 모델에서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두고,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한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겁니다.

 3. 엔진을 공회전합니다. 공회전 제어 노브를 사용해 엔진 속도를 높였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노
브를 끝까지 돌려 엔진 속도를 낮추십시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정지 시

MFUG40SH006101

PUSH DPD SWITCH

이동 시

MFUG40SH006001

DPD REGE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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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에 동력 인출 장치(PTO)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PTO 작동을 멈추십시오. 
PTO 스위치 및 외부 액셀러레이터 컨트롤
을 끄십시오.

 5. DPD 스위치를 누릅니다.
 6. 엔진 속도가 자동으로 상승되어 재생이 시

작되는 동안 “PUSH DPD SWITCH” 메
시지(황색)가  점멸을  멈추고  지속적인 
“MANUAL REGEN.” 메시지(황색)로 바
뀝니다.

 7. 재생 시에는 차량을 떠나지 마십시오. 재생
은 일반적으로 15 ~ 20분이 소요됩니다.

 8.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사
라지면 재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정상
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 수동 재생 시에는 백색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동 재생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 PTO가 장착된 차량에서 PTO를 장시간 작동할 경우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깜박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긴 엔진 공회전 시에는 MID에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나타나 시스템이 
DPD 재생을 자동으로 시작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재생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외기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DPD 재생 도중에는 배기 브레이크 또는 배기 스로틀이 작동됩니다. 배기 브레이크나 배기 
스로틀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나 해제되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참고(계속)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황색)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6201

DPD MANUAL REGEN. ON
Remain stopped until regen
completes.

R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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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제어 장치 및 기기

수동 재생 중단
어쩔 수 없이 재생을 중단해야 한다면 DPD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점멸하는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로 
바뀝니다. 이제 차량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중단하면 재생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1단계부터 수동 재생을 실시하십시오.

참고(계속)
• 재생 시에는 배기관에서 백색 연기가 잠시 발생합니다. 이는 PM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고장이 아닙니다.

• 엔진 온도가 낮을 때보다 차량을 주행한 직후에 수동 재생을 실시하면 완료 시간이 
단축됩니다.

• 수동 재생 시에는 엔진 냉각수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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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제어 장치 및 기기

엔진이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정지해 둔 
동안 엔진 속도가 상승하고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DPD가 자동으로 재생 중인 것이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자동 재생 중에는 “AUTO 
REGEN.” 메시지(녹색)가 표시됩니다.

DPD의 자동 재생

• 엔진이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정지해 둔 동안 엔진 속도가 상승하고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DPD가 자동으로 재생 중인 것이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 자동 재생 시와 재생 취소 시에 시스템에서 작동음이 들리는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 “AUTO REGEN.” 메시지(녹색)가 켜진 경우에는 DPD 스위치를 누르지 마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녹색, 점등)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7501

AUTO REGE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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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U8Z0SF002101

 1. 잔디나 폐지 등 가연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합니다.
 2. 엔진을 공회전합니다. 차량에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에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면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
에 놓고 “N” 표시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겁니다. 공
회전 제어 노브를 작동하여 엔진 속도를 증가시킨 경우 엔진 속도를 정상 공회전으로 되돌립
니다.

  차량에 PTO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PTO가 활성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DPD 선택 재생 절차

• 선택 재생은 중단 없이 완료될 때까지 실시하십시오.
• 재생 시에는 차량을 떠나지 마십시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머플러, DPD, 요소 SCR 시스템 및 배기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합니다.

• 배기 가스의 온도는 화상을 일으킬 만큼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3. “CHECKING PM LEVEL” 메시지(황색)가 표시될 때까지 DPD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CHECKING PM LEVEL” 메시지(황색)가 점멸하는 “PUSH DPD SWITCH” 메시지(황
색)로 바뀝니다.

 4. DPD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이 기능은 DPD 필터에 PM이 축적되고 “AUTO REGEN.” 메시지(녹색)가 켜지기 전이나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깜박이기 시작하기 전에 언제라도 DPD의 수동 재생을 개시하는 
기능입니다. 
작업 사이의 휴식 시간이나 하루의 일과를 완료했을 때와 같이 엔진(엔진 냉각수 온도) 및 배기관이 
아직 따뜻할 때 DPD의 수동 재생을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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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점멸하던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MANUAL REGEN.” 메시지(황색)로 
바뀌고 엔진 속도가 자동으로 상승되어 재생이 시작됩니다.

 6. 재생 시에는 차량을 떠나지 마십시오. 재생은 일반적으로 15 ~ 20분이 소요됩니다.
 7.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사라지면 재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주

행이 가능합니다.

• 주행을 다시 시작해야 해서 선택 재생이 중단된 경우에는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점멸”하는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하고 DPD 스위치를 다시 누른 후 선택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표시등  또는  메시지가 깜박이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거나 
PTO(차량에 장착된 경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DPD 필터 내의 PM 수준이 사전에 설정된 수준보다 낮다면 DPD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도 “CHECKING PM LEVEL” 메시지(황색)가 “점멸”하는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 DPD에서 재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DPD 
스위치의 작동이 무시됩니다.

• 재생 시 백색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재생을 실시하지 
마십시오.

• 재생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외기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DPD 재생 도중에는 배기 브레이크 또는 배기 스로틀이 작동됩니다. 배기 브레이크나 배기 
스로틀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나 해제되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 재생 시에는 배기관에서 백색 연기가 잠시 발생합니다. 이는 PM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고장이 아닙니다.

• 엔진 온도가 낮을 때보다 차량을 주행한 직후에 재생을 실시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 재생 시에는 엔진 냉각수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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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공회전 시 DPD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ANUAL 
REGEN.” 메시지(황색)가 켜지는데, 이는 정상이며 고장이 아닙니다.

• 장시간 공회전 시 DPD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되었을 때 주행을 시작하거나 PTO를 
연결하면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깜박이고 재생이 유예됩니다. DPD 
수동 재생 절차에 따라 수동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장시간 공회전 시 DPD 재생이 반복적으로 시작된 경우에는 한동안 “PUSH DPD 
SWITCH” 메시지(황색)가 깜박일 가능성이 높아 수동 재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주행을 
수반하는 DPD 재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공회전 시 DPD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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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CR 시스템은 배기 가스 내의 질소산화물(NOx)을 환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AdBlue®(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며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하여 
암모니아(NH3)로 가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NOx)이 질소와 물로 환원되어 발생한 
암모니아에 의해 정화됩니다.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SCR) 장치

• AdBlue®(요소수) 탱크에는 AdBlue®(요소수)만 주입하십시오.
• AdBlue®(요소수)를 주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요소 SCR 시스템의 화재나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물이나 기타 액체로 희석할 경우

 -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첨가할 경우

• 지정된 AdBlue®(요소수) 이외의 액체를 실수로 주입한 경우에는 요소 SCR 시스템을 
검사해야 합니다. ISUZU 딜러에서 요소 SCR 시스템을 검사/정비 받으십시오.

• AdBlue®(요소수)는 접촉해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 체질에 따라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피부에 닿은 경우 물로 씻어 냅니다. 씻지 않으면 민감한 피부에는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수로 삼킨 경우에는 물이나 우유를 한두 잔 마시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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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SCR]
• 요소 SCR은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을 말합니다. 이 기술에서는 요소가 선택적 촉매 
저감장치제로 사용됩니다.

[AdBlue®(요소수)]
• AdBlue®는 특히 요소 SCR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수용액입니다.
• AdBlue®는 -11°C의 온도에서 동결되는데, 요소 SCR 시스템에는 엔진 냉각수를 이용하는 
가열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dBlue®가 동결되어도 엔진 시동은 걸립니다.

• AdBlue®(요소수)는 VDA(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의 등록 상표입니다.

• 인증획득 된 AdBlue®(요소수)만 사용하십시오.
 - AUS 32에  대해  정의된  ISO(국제  표준화  기구 )  22241 표준에  부합하는 
AdBlue®(요소수)를 사용합니다.

• 배기관 또는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AdBlue®(요소수) 탱크 안에 있는 품목의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 환원 기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개조나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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