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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상 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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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상 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와 정기점검/유지관리를 실시하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와 
정기점검/유지관리를 실시해 주십시오. 또한 차량에서 발생한 결함은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검사와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수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표에 나와 있는 조치를 실시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결함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고장진단 및 조치

• “조치” 란에 가 있는 항목은 수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 
시오.

증상 원인 조치 참조 페이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음

시동 모터가 
회전함

연료 고갈
연료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 주유 실시

―

연료 시스템에 공기 유입 연료 시스템 공기빼기 8-14
8-15

연료 필터 막힘 필터 교체 7-59
7-62

연료 동결
뜨거운 물로 연료 
배관을 녹이거나 
따뜻해질 때까지 대기

―

커먼 레일 시스템 이상 ―

예열 시스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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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비상 시의 경우

증상 원인 조치 참조 페이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음

시동 모터가 
회전하지 
않거나 약함

배터리 방전 충전 또는 교체 8-10

배터리 단자의 분리, 헐거움 
또는 부식

부식된 부위를 수리한 
후 단자를 확실하게 
연결

―

시동 모터 접지선 단자의 
분리, 헐거움 또는 부식

부식된 부위를 수리한 
후 단자를 확실하게 
연결

―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높음
올바른 점도의 오일로 
교체

6-18

시동 모터 또는 전기 시스템 
이상

―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지 않음
(Smoother 차량)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음 4-146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음
(Smoother 차량)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함

4-149

엔진 시동은 걸리지만 즉시 
시동이 꺼짐

공회전 속도가 너무 낮음 공회전 속도 조정 4-125

연료 필터 막힘 필터 교체 7-59
7-62

에어 클리너 막힘
엘리먼트 청소 또는 
교체

7-55

커먼 레일 시스템 이상 ―

엔진 속도 불안정
연료 시스템에 물 또는 공기 
유입

연료 필터에서 물 배출 
또는 연료 시스템 
공기빼기

7-67
8-14
8-15

연료 시스템 결함 ―

백색 또는 흑색 배기 가스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지 않음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도록 함

4-125
4-127

엔진 오일 과다 오일량 교정 7-29

에어 클리너 막힘
엘리먼트 청소 또는 
교체

7-55

연료 시스템 결함 ―

DPD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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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비상 시의 경우

증상 원인 조치 참조 페이지

엔진 과열

엔진 냉각수 없음 엔진 냉각수 보충 7-39
라디에이터 전방이 이물질로 
막힘

물로 세척 7-49

라디에이터 캡이 완전히 
조여지지 않음

확실하게 조여졌는지 
확인

―

팬 벨트 느슨함
장력 조정 또는 벨트 
교체

7-52
7-53

엔진 냉각수 오염
라디에이터 내부 청소 
및 엔진 냉각수 교체 7-40

팬 클러치 이상 ―

라디에이터 캡 오염 또는 이상 청소 또는 교체 ―

오일 압력이 낮음

엔진 오일 점도 부적절
올바른 점도의 오일로 
교체

6-18

엔진 오일 부족 엔진 오일 보충 7-31
엔진 내부 구성품 이상 ―

계기, 라이트 또는 스위치 
이상

―

공기 압력이 낮음
공기 압축기 이상 ―

파이프의 공기 누출 ―

공기 조속기 이상 ―

엔진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음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음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브레이크 끌림 ―

클러치 슬립
Smoother 클러치 
오일 보충  
(Smoother 모델)

7-132

에어 클리너 막힘
엘리먼트 청소 또는 
교체

7-55

연료 필터 막힘 필터 교체 7-59
7-62

엔진 제어 시스템 결함 ―

커먼 레일 시스템 이상 ―

엔진 이상 ―

디젤 매연 저감장치(DPD) 
막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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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비상 시의 경우

증상 원인 조치 참조 페이지

브레이크가 효과적이지 
않음

드럼과 라이닝 사이 간극 과다 ―

공기압 부족
엔진 속도를 올려 
공기를 공급

―

브레이크 오일 내 공기(풀 
에어 브레이크 차량 제외)

―

고르지 않은 제동

타이어 간 공기압 균형 상실
적합한 공기압으로 
조정

7-83

타이어가 고르지 않게 마모됨 타이어 교체 7-92
7-101

휠의 라이닝 간극 다름 ―

배기 브레이크 작동 안 함
공기압 부족

엔진 속도를 올려 
공기를 공급

―

공기 시스템 이상 ―

전기 시스템 이상 ―

조향핸들을 돌리기 어려움

너무 전방으로 적재됨 적절하게 적재 ―

파워 스티어링 오일량 부족 오일 보충 7-138

전방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
적합한 공기압으로 
조정

7-83

조향핸들의 과도한 유격

휠 볼트 및 너트 헐거움 규정 토크로 조임 7-99
7-111

타이어 간 공기압 균형 상실
적합한 공기압으로 
조정

7-83

타이어 균형 상실 ―

과도한 조향핸들 유격 ―

조향핸들 복귀 불량
조향 기구 내부의 윤활 불량 기구 윤활 7-144
휠 얼라인먼트 불량 ―

클러치 해제 불량
공기 부족 공기 충진 ―

클러치 오일 부족 오일 보충 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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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상 시의 경우

증상 원인 조치 참조 페이지

크거나 
비정상적인 
소음

변속기에서 
나는 경우

변속기 오일 부족 오일 보충 7-128
변속기 내부 구성품 이상 ―

디퍼렌셜에서 
나는 경우

디퍼렌셜 기어 오일 부족 오일 보충 7-135
디퍼렌셜 내부 구성품 이상 ―

서스펜션에서 
나는 경우

스프링 핀, 섀클 또는 스토퍼 
마모

―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발생

각 구성품의 윤활 불량 윤활 7-144

스플라인 또는 베어링 마모 ―

 1. 비상 경고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량에 방해
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갓길, 도로변)에 
차량을 즉시 정지합니다. 삼각 정지 표지판
을 세워 이 차량이 있음을 다른 차량에게 경
고합니다.

 2. 다른 동승객을 하차시켜 안전한 장소에 대
기하게 합니다.

 3. 안전한 장소에서 전화를 거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합니다.

주행 중 차량이 고장날 경우

[연료 누출 시]
• 차량에서 연료가 누출되면 연소 또는 폭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엔진 시동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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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비상 시의 경우

주행하는 도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에는 
급제동을 삼가고 조향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정지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지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MFU720SH001401

•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휠 볼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볼트가 부러지고 휠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엔진을 정지시키고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십시오. 진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하 십시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용품입니다. 화재시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뒷편에 항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차량 화재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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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상 시의 경우

주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질 경우

• 주행 작동 상태가 변하므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조향핸들을 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정상 작동 
상태일 때보다 힘을 더 들여야 합니다.

 - 브레이크 공기압이 오르지 않으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속도를 
줄이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차량을 정지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운전 도중에 연료가 고갈되어 엔진이 정지된 경우 
주유만으로는 엔진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에 주유한 후 연료 시스템의 공기빼기를 
실시하십시오.

LNU880SH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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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비상 시의 경우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차량을 밀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Smoother 모델에서는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습니다.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된다면 
차량을 밀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변속 표시등에 "N" 이외의 모드가 표시된다면 비상 스위치를 
“ON”에 놓고 기어 변속 레버를 “N”에 놓습니다. 이제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밀어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엔진 스톨(꺼짐 현상)이 발생해 재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시동 모터가 회전할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R"(후진 기어), "1"(1단) 또는 "2"(2단) 위치에 놓습니다.

• 그런 다음 발을 클러치 페달에서 뗀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START"에 유지해 차량을 
움직입니다.

• 경사로 출발 보조(HSA)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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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비상 시의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어 변속 레버로 
신속하게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기어로 
변속해 속도를 줄입니다. 조향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서서히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깁니다. 
도로 한쪽에 차량을 정지합니다.

•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 급하게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저단으로 변속해 속도를 줄인 다음 서서히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십시오.

• 산악 도로나 유사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가드레일이나 절벽을 따라 차량 측면을 
마찰시켜 차량을 정지하거나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에 해당 쪽의 전방 휠과 후방 
휠을 빠뜨려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부스터 케이블(별도 구매)과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사용해 다음 순서대로 엔진 시동을 겁니다.

•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밀어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 충전 전류를 공급하는 차량의 부스터 배터리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차량과 동일한 
전압인지 확인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배터리의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를 서로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두 클립이 서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 ISUZU 딜러에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십시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전기 시스템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NU880SH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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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비상 시의 경우

MFU770SH008401

 1. 작동 불능 상태가 된 배터리의 배터리액량
을 점검합니다.

 2. 24V 전압으로 충전된 배터리가 장착된 차
량을 사용합니다.

LNU780MF000301

3

2 1

4

 3.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번호 순서대로 부스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4. 케이블을 연결한 후 부스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엔진 시동을 겁니다.
 5. 부스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엔진 속도를 약간 높이고 작동 불능 상태인 차량의 엔진 시동

을 겁니다.
 6. 작동 불능 상태인 차량의 엔진 시동이 걸리면 연결 순서와 반대로 부스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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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비상 시의 경우

• 부스터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배터리액량을 점검합니다. 배터리액량이 “하한” 미만일 때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면 손상이 가속화되어 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폭발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액을 보충한 후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 차량 배터리에서는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합니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 그림의 4단계에 나와 있는 부스터 케이블의 한쪽 끝을 배터리의 음극 단자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에서 떨어져 있는 엔진의 금속 부위에 부스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케이블의 양극 끝이 케이블의 음극 끝이나 차체와 접촉하지 않게 하십시오.
 - 배터리에서 화기를 멀리하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할 때 벨트에 얽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추운 지역에서 엔진 시동을 걸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부스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걸고 몇 분 후에 작동 불능 상태인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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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비상 시의 경우

에어 스프링이 파손되거나 공기가 누출될 경우 
에는 급제동을 삼가고 조향핸들을 꽉 잡은 상태 
에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합니다.
에어 스프링을 수리해야 하므로 주행을 멈추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공기 스프링이 파손될 경우 V

연료가 고갈될 경우

연료 필터 교체 시나 연료가 고갈되면 연료 
시스템에 공기가 유입되어 주유만으로는 엔진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연료 시스템의 공기를 제거하십시오.

• 캡 아래의 차체나 엔진실에 점착된 연료를 모두 닦아 냅니다. 이러한 연료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MFUC70SH000401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13701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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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비상 시의 경우

공기 배출 방법(4HK1-TCS 엔진 모델)

 1. 공기 제거 플러그의 고무 캡을 분리한 다음 
공구를 사용하여 플러그를 풉니다. 연료가 
튀지 않도록 투명한 호스를 공기 제거 플러
그에 부착합니다.

 2. 공기 제거 플러그에서 흘러나오는 연료에 
더 이상 기포가 없을 때까지 프라이밍 펌프
를 빠르게 작동합니다.

 3. 연료 속에서 기포가 발견되지 않을 때 빠르
게 공기 제거 플러그를 조입니다.

 4. 공기 제거 플러그를 조인 후 펌핑하기 어려
워질 때까지 또는 150번 이상 프라이밍 펌
프를 작동합니다.

• 연료 온도가 낮을 때 프라이밍 펌프를 
작동하면 펌프가 펌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지침으로 최소 
횟수의 스트로크를 사용합니다.

 5. 누출된 연료를 닦아 내고 엔진 시동을 걸어 
연료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1단계부터 공기빼기 
절차를 반복합니다.

MFU8Z0SH079001

•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석에 앉아 또한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moother 차량의 경우 변속 표시기에 "N"이 나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차량 바깥에서 윈도우로 
몸을 통과하거나 바깥에서 도어를 열어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수동 변속기 차량은 
변속기가 "N"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면 차량이 움직인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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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상 시의 경우

공기 배출 방법(4HK1-TCH 엔진 모델)

섀시 측 연료 필터
 1. 공기 제거 플러그 구멍 아래에 연료 배출 팬

을 놓고 공기 제거 플러그의 고무 캡을 분리
합니다. 연료가 쏟아지지 않도록 투명한 호
스 등을 공기 제거 플러그에 부착합니다. 공
기 제거 플러그를 충분히 풉니다.

 2. 공기 제거 플러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연
료에 더 이상 기포가 없을 때까지 프라이밍 
펌프를 20회 이상 펌핑합니다.

 3. 공기 제거 플러그를 완전히 조이고 공기 제
거 플러그 구멍 주위의 연료를 닦아 냅니다.

MFUG80SH001901

공기뺴기 플러그

섀시 측 연료 필터

프라이밍 펌프

연료가 떨어졌을 때 "섀시 측 연료 필터", "엔진 측 연료 필터", "공기 배출 수행 후"의 순서로 
공기빼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 반드시 "공기 배출 수행 후"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빼기가 불완전할 경우 
엔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엔진 측 연료 필터
 1. 공기 제거 플러그 구멍 아래에 연료 배출 팬

을 놓고 공기 제거 플러그의 고무 캡을 분리
합니다. 연료가 쏟아지지 않도록 투명한 호
스 등을 공기 제거 플러그에 부착합니다. 공
기 제거 플러그를 충분히 풉니다.

MFUG80SH002001

공기뺴기 플러그

엔진 측 연료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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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비상 시의 경우

 2. 엔진 측 연료 필터 공기 제거 플러그 구멍에
서 흘러나오는 연료에 더 이상 기포가 없을 
때까지 섀시 측 연료 필터 프라이밍 펌프를 
20회 이상 펌핑합니다.

 3. 공기 제거 플러그를 완전히 조이고 공기 제
거 플러그 구멍 주위의 연료를 닦아 냅니다.

MFUG80SH001801

섀시 측 연료 필터

프라이밍 펌프

공기 배출 수행 후
 1. 프라이밍 펌프를 10회 이상 펌핑하여 연료 

시스템 안에 있는 공기를 연료 분사 펌프로 
보냅니다.

 2.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시동 스위치를 돌려 
엔진 시동을 겁니다.

 3. 엔진 시동을 건 후 5초 간 공회전합니다.
 4.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고 최대 엔진 속도로 

올린 다음 10초 간 유지합니다(이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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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비상 시의 경우

유압 AHB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점검 및 조치
브레이크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 이 경고등이 켜지면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차량이 작동하기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오일량이 올바를 경우
 1.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 간극을 점검

합니다.

 2.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 간극이 지정 
한계를 초과할 경우 브레이크 자동 조정기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행하
지 말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3. 2단계 이외 상황의 경우 서보 유닛에 결함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행하지 말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오일량이 부족할 경우
 1.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합니다.
 2.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고 브레이크 오일 탱크 수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고 엔진 시동을 다시 걸어 경고등이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브레이크 오일량이 떨어진 경우 차량을 주행하지 말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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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비상 시의 경우

공기압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이 켜지면 에어 탱크의 공기압이 부족한 
것이며 브레이크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경고음이 멈춥니다.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고 MID에도 "LOW AIR 
PRESSURE"가 표시되면 에어 탱크의 공기압 
수준이 낮은 것이며 브레이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속음도 울립니다.
이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경고음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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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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비상 시의 경우

점검 및 조치
 • 엔진을 공회전하고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공기압을 올립니다.
 •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0 kPa의 공기압에 

도달한 후 경고등이 꺼지는 데 지정 한계보
다 오래 걸리면(페이지 7-78 참조) 수리가 
필요합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이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차량이 작동하기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액세서리 공기압 경고등이 켜지면 액세서리 
에어 탱크의 공기압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이 때 
연속음도 울립니다. 
이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경고음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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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비상 시의 경우

발전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이  켜지면  충전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점검 및 조치
 1. 팬 벨트가 파손되었거나 느슨한지 점검합

니다.
 2. 팬 벨트가 느슨하다면 장력을 조정합니다.
 3. 팬 벨트에 이상이 있다면 인근 ISUZU 딜러

에 문의하십시오.

• 충전 경고등(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이 켜지거나 "ABNORMAL CHARGING"(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이 표시되면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 팬  벨트를  교체하려면  분해  작업이  필요하므로  인근  ISUZU 딜러에서  벨트를 
교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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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ID에  "ABNORMAL CHARGING"이 
표시되면 충전 시스템 고장을 나타냅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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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비상 시의 경우

엔진 오일 압력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경고등이 켜지면 오일 압력이 과도하게 낮은 
것입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한 후 엔진 
시동을  끄고  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점검 및 조치
 1. 엔진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2. 엔진 오일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오일을 보충합니다.
 3. 오일량이 정상이며 오일 누출이 없다면 오

일 필터가 막힌 것일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를 교체합니다.

 4. 오일량이 정상이며 오일 필터가 막히지 않
았으나 오일 누출이 있다면 인근 ISUZU 딜
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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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에 "ABN. OIL PRESSURE"가 표시되면 
오일 압력이 낮은 것입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지한 후 엔진 시동을 끄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오일 압력 경고등(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이 켜지거나 "ABN. OIL PRESSURE"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가 표시되면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추운 지역에서는 엔진 오일 온도가 낮고 오일 점도가 높으면 잠시 이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엔진이 예열되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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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비상 시의 경우

SRS 에어백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주행 중 SRS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할 경우
 •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데 경고등

이 켜지지 않는 경우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경고등

이 켜지지만 7회 점멸 후 꺼지지 않는 경우

•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에어백(장착된 경우 동승석 에어백 포함)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으면 경고등이 켜져 일곱 번 점멸 후 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SRS 에어백 경고등은 엔진 시동이 걸린 직후 다시 켜질 수 있으나, 7회 점멸 
후 꺼지면 정상입니다.

• 시동 스위치를 “ACC” 위치에 두거나 전기 장치를 작동하면 SRS 에어백 경고등이 갑자기 
켜질 수 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작동이 아닙니다.

엔진 점검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면 
배출가스 제어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어 시스템을 점검 및 
수리해야 하므로 인근 ISUZU 딜러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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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비상 시의 경우

SVS(즉시 차량 정비 요망)  

작동 중에 이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박일 경우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해  검사를 
받으십시오.

HSA(경사로 밀림 방지) V

ESC 경고등

Smoother 경고등 SA

LDWS 경고등

LNUH40SH004801

ESC 경고등  → 페이지 4-75 참조

HSA(경사로 밀림 방지)  → 페이지 4-165 참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 페이지 4-202 참조

Smoother 경고등  → 페이지 4-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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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비상 시의 경우

에어 서스펜션 V

에어 서스펜션 모델
높이 조절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20 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 이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멈추고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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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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비상 시의 경우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안전 구역의 상한을 넘어서 "H" 구역으로 
들어가면 엔진이 과열된 것입니다.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엔진이 과열될 경우

엔진 과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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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엔진 출력이 낮고 엔진 냉각수 온도계가 적색 
구역에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색상이 적색으로 
변하면 엔진 과열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MID에 "OVERHEAT"가 표시되고 
연속음이 울립니다.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MFUG40SH013801

C H

안전 구역

MFUE80SH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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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비상 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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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에이터 캡과 보조 탱크 캡을 분리할 때는 두꺼운 천으로 캡을 감싸고 조금씩 돌리십시오.
• 엔진 냉각수는 유독성이며 삼켜서는 안 됩니다. 엔진 냉각수가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씻어 
내십시오.

• 엔진 냉각수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와 기타 열원을 멀리해야 합니다.

점검 및 조치
 1. 비상 경고등 스위치를 작동하고 다른 차량

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갓길, 도
로변)에 차량을 즉시 정지해 주차합니다. 

 2. 엔진을 잠시 공회전해 엔진 온도를 낮춥

니다.

• 엔진 시동을 즉시 끄지 마십시오. 엔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3. 엔진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안전 구역의 
중앙으로 돌아오면 엔진 시동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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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비상 시의 경우

• 라디에이터용  냉각  팬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엔진 시동을 즉시 끕니다.

 4. 엔진을 충분히 식힌 후 보조 탱크와 라디에
이터의 엔진 냉각수량을 점검합니다. 엔진 
냉각수량이 부족하다면 보충합니다. 또한 
팬 벨트가 느슨하거나 손상되었는지도 점검
합니다.

 5. 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의 전면에 이물질 등
이 붙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또한 코어를 막
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검사합니다. 붙어 있
는 것이 있다면 청소하고 제거합니다.

 6. 검사 후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엔진 냉각수를 보충하기 전에 엔진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C"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엔진이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냉각수를 보충하면 엔진의 고장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시 엔진 냉각수로 수돗물만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엔진 냉각수를 
교체하십시오.

• 과열된 엔진에 물을 갑자기 보충하면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보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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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비상 시의 경우

계기가 이상을 나타낼 경우

공기 압력계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게이지의 바늘이 적색 구역으로 이동하면 
경고등이 동시에 켜집니다.

MFU8Z0SH074701
공기압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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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비상 시의 경우

정지 시

MFUG40SH007801

Wait for air pressure to
build up.

LOW AIR PRESSURE

이동 시

MFUG40SH007701

LOW AIR PRESSURE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이 계기가 이상을 나타내면 브레이크 경고등도 
켜지고 MID에 "LOW AIR PRESSURE"가 
표시됩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MFUG40SH0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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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비상 시의 경우

전압계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에 비정상 전압 
표시(적색)가 나타나면 배터리 방전이 과도하거나 
발전기가 불충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2.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4인치 MID가 장착된 모델

MFUG40SH007301

LOW VOLTAGE

MFUG40SH007401

OVER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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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비상 시의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없을 경우

• 휠 주차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스프링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사로에서는 스프링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마십시오.

• 차량을 견인차로 견인하거나 임시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하지 마십시오.

• 차량을 이동한 후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에어 오버 유압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1. 각 휠에 고임목을 확실히 고입니다.
 2. 브레이크 챔버 측에서 어댑터와 닿아 있는 

잠금 너트를 풉니다.   
로드가 밀려 나갈 때까지 어댑터를 시계 방
향으로 조이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됩니
다. 이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차량을 이동한 
후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780SH007601• 2단계의 잠금 너트 이외에 다른 너트나 클레비스 등 다른 어떤 것도 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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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비상 시의 경우

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1. 각 휠에 고임목을 확실히 고입니다.

 2. 캡을 분리하고 차량에 탑재된 공구인 릴리스 
볼트를 어느 정도까지 삽입합니다. 릴리스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90° 돌려 잠급니다.

 3. 릴리스 볼트를 당겨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와셔 및 너트를 부착한 다음 조입
니다.

 4. 릴리스 볼트를 분리하려면 동일한 작업 순
서를 역순으로 실시합니다. 캡을 확실히 닫
습니다.

모델
조임 길이  

(릴리스 볼트의 밀려 나간 길이)
FSR 약 92 mm

MFUB80SH001201

MFUB80SH0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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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비상 시의 경우

전구가 켜지지 않을 경우

전구 와트수

위치 조명 전구 와트수

전방

할로겐 전조등
상향등/하향등 24V-75/70W

전방 안개등 24V-70W
주간 주행등 12V-13W
방향 지시등(전방) 21W(황색)
차폭등 5W
방향 지시등(측면) 21W(황색)

후방

미등 및 정지등 5/21W
방향 지시등 21W
후진등 21W
번호판등 5W
후방 안개등 21W

실내

실내등 10W
후방 실내등 V 10W
실내등(형광등) V 20W

루프 전방 끝 윤곽 표시등 5W

이 목록에 없는 조명을 교체할 때는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1. 각 전구가 끊어졌는지 점검합니다.
 2. 끊어진 전구가 있다면 교체합니다. 끊어진 전구를 교체하기 전에 항상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고 다른 모든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3. 전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배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

시오.

08단.indd   33 2020-04-22   오후 3:51:14



8-34 비상 시의 경우

• 지정된 와트수와 다른 와트수의 전구를 사용하면 전구나 배선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렌즈와 케이스가 뒤틀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구는 꺼진 직후 뜨겁습니다. 전구를 교체할 때는 완전히 식었는지 확인해 화상을 
방지하십시오.

•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구가 끊어진 경우 지정된 와트수의 전구로 교체합니다. 설치할 때 나사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조등 교체

• 지정된 와트수가 아닌 전구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특히 방향 지시등일 경우 비정상적으로 
점멸할 수 있습니다.

• 전조등 전구를 교체할 때는 인근 ISUZU 딜러에서 전조등 조준 상태를 조정받으십시오.

• 전조등과 같은 조명의 전구 한 쌍 중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전구도 사용 수명의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두 전구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조등과 같은 조명(조명 장치)의 경우 빗속에서 주행하거나 세차장에서 세차 시 렌즈 
내부가 잠시 부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가끔 렌즈 
안에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가 올 때 앞유리나 도어 유리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명이 켜지고 수 분 후 김이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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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비상 시의 경우

 2. 앞좌석 도어를 엽니다. 십자 스크루드라이
버를 사용해 도어와 캡 사이의 나사 두 개를 
분리합니다.

MFU780SH000401
 3. 차량의 전방 쪽으로 방향 지시등 유닛을 기

울여 분리합니다.

할로겐 전조등
 1. 라디에이터 그릴의 상부에서 두 개의 나사

를 분리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상부에 있
는 클립 네 개의 탭을 위로 밀고 그릴을 몸 
쪽으로 당겨 분리합니다. 방향 지시등의 너
트를 풉니다.

MFUF80SH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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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비상 시의 경우

 4. 방향 지시등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방향 지
시등을 분리합니다.

MFU780SH001001

MFU780SH000701

 5. 전조등 아래에 있는 탭 두 개에서 고무 씰을 
해제합니다. 볼트 네 개를 분리합니다. 이제 
전조등 커넥터를 분리하고 차폭등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전조등 레벨링 커넥터를 분리
합니다. 그런 다음 전조등 조립품을 분리합
니다.

MFU8Z0SH0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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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비상 시의 경우

• 전조등  커넥터를  분리할  때는  고무 
부트의 중심 부위를 고정한 상태에서 
커넥터를 당겨 뺍니다. 고무 부트의 중심 
부위를 고정하지 않고 전조등 커넥터를 
잡아 빼면 전구가 위로 들리며, 커넥터를 
분리하면 리테이닝 클립의 반동으로 인해 
전구가 반사경을 가격하여 전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MFU8Z0SH067101

 6. 고무 부트를 분리하고 전구를 고정하는 클
립의 하단 좌측 및 우측을 잡고 클립을 위로 
움직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7. 전구를 빼내고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8. 전구를 교체한 후 부품을 분리 작업과 반대 

순서로 설치합니다.

MFUE80SH000101

MFUE80SH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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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비상 시의 경우

• 전구 유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유리가 오염되어 전구가 끊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고무 부트를 부착할 때는 바깥쪽 둘레와 
안쪽 둘레를 함께 눌러 넣으십시오. 고무 
부트, 전조등 조립품 및 전구가 확실하고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무 커버가 제자리에 확실히 끼워지지 
않으면 전조등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NU880SH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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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비상 시의 경우

MFU8Z0SH019101

 2. 차폭등 소켓에서 전구를 빼내고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 커넥터를 확실하게 잠그지 않으면 조명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폭등 교체

 1. “전조등 교체”를 참조해 전조등 조립품을 
분리합니다.

MFU9Z0SH001501

 3. 조명을 설치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동일한 작업을 반대 순서로 실시합니다.

 • 커넥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확실하게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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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비상 시의 경우

MFU780SH003401

 3. 소켓에서 전구를 빼내고 신품으로 교체합
니다.

 4. 조명을 설치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동일한 작업을 반대 순서로 실시합니다.

 • 소켓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확실하게 잠
급니다.

• 소켓을 확실하게 잠그지 않으면 조명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MFU780SH001001

 2. 방향 지시등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소켓을 
분리합니다.

방향 지시등 교체

 1. “전조등 교체”를 참조하며 차량의 전방 쪽으
로 방향 지시등 유닛을 기울여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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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비상 시의 경우

MFU780SH005101

 1. 나사 한 개를 풀고 맨 아래 부분이 차량 전
방을 향하도록 측면 방향 지시등을 미끄러
뜨려 분리합니다.

 2. 소켓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소켓에서 전구를 빼내고 새 전구로 교체합
니다. 전구를 밀어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려 분리합니다.

 3. 조명을 설치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동일한 작업을 반대 순서로 실시합니다.

 • 소켓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확실하게 잠
급니다.

MFU780SH005201

• 소켓을 확실하게 잠그지 않으면 조명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측면 방향 지시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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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안개등 교체

 1. 캡을 기울여 올립니다.

 2.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몸 쪽으로 
당겨 분리합니다.

 3. 클립을 누르면서 밀어 후크를 분리해 전구
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LNUE80SH000401

LNUE80SH000501

Clip

 4. 전구를 빼냅니다.

LNUE80SH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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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비상 시의 경우

• 전구 유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유리가 오염되어 전구가 끊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6. 조명을 설치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동일한 작업을 반대 순서로 실시합니다.

 • 전구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노치가 서로 
다르므로(둥근 노치와 사각 노치) 설치할 
때 삽입 방향에 주의하십시오.

 - 둥근 노치가 좌우 모두에서 위를 향해
야 합니다.

• 커버를 확실하게 잠그지 않으면 조명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커버에서 전구 단자를 분리하고 새 전구로 
교체합니다.

LNUE80SH000701

 • 커버를 설치할 때 커버에 있는 " " 표시
를 유닛에 있는 " " 표시와 맞춥니다. 이
제 아래로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
다. 설치한 후 커버의 " " 표시와 유닛
의 " " 표시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 커버를 잠글 때는 하네스가 커버에 끼이
지 않도록 합니다.

LNUE80SH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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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비상 시의 경우

주간 주행등 교체

 1. 캡을 기울여 올립니다.

 3. 전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냅니다. 이
제 새 전구로 교체합니다. 전구를 설치할 때
는 탭 3개의 위치를 맞춘 후 전구를 밀어 넣
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설치한 후에는 
전구가 제자리에 확실하게 잠겨 있는지 점
검합니다.

 4. 커넥터를 삽입합니다.

LNUE80SH001001

• 전구 유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유리가 오염되어 전구가 끊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전구를 확실하게 잠그지 않으면 조명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NUE80SH000901

 2.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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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비상 시의 경우

 1. 나사를 풀고 렌즈를 분리합니다.
 2. 전구를 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풉 

니다.
 3.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로 실시

하십시오.

MFU8Z0SH078801

후방 방향 지시등, 미등, 정지등 및 후진등 교체

번호판등 교체

 1. 나사를 풀고 커버를 분리합니다.
 2. 렌즈 나사를 풀고 렌즈를 분리합니다.
 3. 전구를 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풉 

니다.
 4.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로 실시

하십시오.

MFU8Z0SH077201후방 안개등 교체

 1. 나사를 풀고 렌즈를 분리합니다.
 2. 전구를 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풉 

니다.
 3.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로 실시

하십시오.

MFU8Z0SH0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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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비상 시의 경우

 1. 렌즈를 분리하고 전구를 빼냅니다.
 2.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로 실시

하십시오.

실내등(도어등) 교체

실내등(형광등) 교체 V

MFU780SH003701

 1. 커버를 열고 클립을 풉니다.
 2. 렌즈를 분리하고 형광등을 돌려 분리합니다.

• 실내등을 사용한 직후 인버터를 만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충분히 식은 후 형광등을 교체합니다.

• 형광등을 교체하기 전에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습니다.   
스위치를 "ON"에 놓은 상태로 형광등을 
교체하면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조명을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
로 실시하십시오.

LNU8Z0SH00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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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비상 시의 경우

전방 끝 윤곽 표시등 교체

 1.  나사를 풀고 렌즈를 분리합니다.
 2. 전구를 분리하고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3. 조명을 설치하려면 분리 절차를 반대 순서

로 실시하십시오.

LNU8Z0SH0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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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비상 시의 경우

퓨즈는 캡의 좌측 후방과 중앙에서 계기판의 
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 퓨즈를 
점검하거나 교체합니다. 또한, 캡 좌측 후방에 
있는 릴레이함을 열어 릴레이를 점검하거나 
교체합니다.

조명이 점등 또는 점멸하지 않거나 전기 시스템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퓨즈가 끊어졌는지 
점검합니다.

퓨즈 및 릴레이 위치

퓨즈와 릴레이 교체

MFU8Z0SH045201

캡 좌측 후방에 있는 릴레이함 커버는 커버의 
클립을 누르면서 위로 당겨 엽니다.LNU8Z0SH008101

08단.indd   48 2020-04-22   오후 3:51:19



8-49비상 시의 경우

MFU8Z0SH080001

• 교체를  위해  동일한  정격의  퓨즈를 
사용합니다. 지정된 것 이외의 퓨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것 이외의 퓨즈를 사용하면 화재나 
장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새 퓨즈가 바로 끊어져 버린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거나 주차 
또는 정차 시 HSA가 작동 중일 때 퓨즈를 
검사하거나 교체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퓨즈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차량을 고른 
평지에 주차하고 휠에 고임목을 고이 
십시오.

MFU780SH005901

퓨즈 교체 
 1. 퓨즈를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시동 스위치

를 “LOCK”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 레
버를 뒤로 당겨 놓으십시오.

 2. 퓨즈에 퓨즈 풀러를 얹어 퓨즈를 당겨 뺍니
다. (퓨즈 풀러는 캡 안의 퓨즈함에 보관되
어 있습니다.)

 3. 퓨즈가 좌측 그림의 우측에 나와 있는 상태
와 같다면 퓨즈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비용 
퓨즈로 교체합니다. (예비용 퓨즈는 캡 안의 
퓨즈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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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비상 시의 경우

MFU8Z0SH072101

• 결함을 발견하지 않은 한 커버를 여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 릴레이함은  구조상  수분이  유입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 위에 
물이나 음료를 쏟은 경우에는 커버를 
열기 전에 닦아 내십시오.

• 차량을 주행하면 커버 주변부가 따뜻해 
지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릴레이 교체
릴레이를 교체할 때는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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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비상 시의 경우

캡 안의 퓨즈 위치

MFUG80MF000101

퓨즈 풀리

퓨즈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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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9 40 41 42

30

우측 핸들
좌측 핸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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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36

37

38

퓨즈 및 릴레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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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비상 시의 경우

번호 설명 정격

1 전동식 윈도우(후방) 20A
2 에어 서스펜션 15A
3 실내등 15A
4 도어 잠금 장치 15A
5 전방 안개등 10A
6 전동식 윈도우 20A
7 ABS 10A
8 전방 와이퍼 및 워셔 20A
9 전조등 하향등(좌) 10A

10
이모빌라이저, 계기,  
ECU(배터리) 10A

11 전조등 하향등(우) 10A
12 정지등 10A
13 시동 모터 10A
14 전조등 상향등(좌) 10A
15 전조등 상향등(우) 10A
16 미러 히터 15A
17 공기 건조기 15A
18 PTO, 백 라이트, 전조등 레벨링 15A
19 SRS 10A
20 엔진 컨트롤러 10A
21 계기 10A
22 라이트(배터리) 10A

번호 설명 정격

23 리모컨 미러 15A
24 시가 라이터 15A
25 혼 15A
26 방향 지시등, 위험 경고등 15A
27 미등 10A
28 조명 10A

29
코너링 라이트/
후방 안개등 10A

30 블로워 모터 20A
31 콘덴서 팬  (에어컨) 15A
32 LDWS 10A
33 주간 주행등 10A
34 엔진 컨트롤러 10A
35 공란 ―

36 공란 ―

37 공란 ―

38 EBS 20A
39 예비 ―

40 예비 ―

41 예비 ―

42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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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비상 시의 경우

MFUE80SF000701

1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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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핸들 모델

MFUE80SF000801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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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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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좌측 핸들 모델

캡 안의 릴레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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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비상 시의 경우

번호 설명

1 정지등

2 블로워 모터
3 키 ON
4 도어 잠금 장치(잠금)
5 후방 안개등
6 주 와이퍼
7 혼

8 와이퍼(고속/저속)
9 전방 안개등
10 전동식 윈도우(후방)  (크루 캡 모델)
11 도어 잠금 장치(잠금 해제)
12 전동식 윈도우
13 전조등(하향등)

번호 설명

14 엔진 구동(SMOOTHER 제외)
15 전조등(상향등)
16 미등

17 PTO 메인(PTO 장착 모델)
18 콘덴서 팬(에어컨 장착 모델)
19 PTO 차단(PTO 장착 모델)
20 HSA 차단(HSA 장착 모델)
21 시동

22 액세서리

23 주간 주행등
24 주간 주행등

08단.indd   54 2020-04-22   오후 3:51:20



8-55비상 시의 경우

캡 밖의 퓨즈 및 릴레이 위치

MFUH80SF000101

릴레이

퓨즈

1

31
2

4 5

76 8

4 65 7

2 3

번호 릴레이 명
1 시동 모터
2 ECM 메인
3 예열

4 자기 클러치
5 공란

6 시동 모터 차단
7 SCU ON(PM 센서)

번호 퓨즈 명 정격

1 공란 ―

2 공란 ―

3 ECM 메인 15A
4 SCU(PM 센서) 10A
5 공란 ―

6 공란 ―

7 A/C 10A
8 SCR 20A

설치된 장치에 따라 또는 모델에 따라 표에 나와 
있는 퓨즈 또는 릴레이의 위치에 해당 퓨즈나 
릴레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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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비상 시의 경우

MFU8Z0SH073501

• 슬로블로 퓨즈를 교체할 때는 항상 ISUZU가 지정한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규정 등급과 
다른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거나 전선 또는 은박지 등을 사용하면 화재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새 퓨즈가 바로 끊어져 버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시동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거나 주차 또는 정차 시 HSA가 작동 중일 때 퓨즈를 
검사하거나 교체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퓨즈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차량을 고른 평지에 주차하고 휠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슬로블로 퓨즈는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로부터 연결된 회로에 과부하가 발생하면 
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배선  하네스가 
손상되기 전에 슬로블로 퓨즈가 끊어집니다.

슬로블로 퓨즈가 끊어질 경우

검사

전조등 및 전기 시스템의 기타 장치가 작동하지 
않지만 퓨즈에 결함이 없다면 슬로블로 퓨즈를 
점검합니다.
슬로블로 퓨즈가 좌측 그림과 같다면 끊어진 
것입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MFUG80SH001401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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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비상 시의 경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이 진흙 속에 더 빠져 
탈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돌, 나뭇가지 또는 모포를 타이어 아래에 깔아 
견인력을 확보하거나 차량을 앞뒤로 반복적으로 
운전해 탄력으로 탈출하십시오.

불량한 상태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

• 결함을 발견하지 않은 한 커버를 여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 릴레이함은 구조상 수분이 유입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 위에 물이나 
음료를 쏟은 경우에는 커버를 열기 전에 닦아 내십시오.

• 차량을 주행하면 커버 주변부가 따뜻해지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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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비상 시의 경우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차량을 이동시키려면 견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견인 시에는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견인을 하여 혹은 차량을 밀어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견인될 경우

•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두고 최대 10 km의 거리를 40 km/h 이하의 속도로 
견인합니다. 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변속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하십시오.

• Smoother 차량의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최대 10 km의 거리를 40 km/h 이하의 속도로 견인하십시오.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지 않거나 설명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변속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견인 시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하십시오.

• 가능하면 엔진 시동을 건 상태로 차량을 견인합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 브레이크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 조향핸들을 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조향핸들이 잠겨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시동 키를 
빼낸 상태일 경우)

•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할 때는 휠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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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비상 시의 경우

전방 견인(모든 휠이 지면에 닿아 있거나 전방 
휠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
조향핸들을 작동할 수 있다면 모든 차량 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엔진 시동을 걸 수 없으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조향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공기압이 낮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견인 차량과 작동 불능 상태인 차량 사이에 
견인봉을 설치하거나 견인차를 사용하여 작동 
불능 상태인 차량을 이동하십시오. 

리어액슬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리어액슬 샤프트를 
분리하고 허브의 입구를 막아 디퍼렌셜 기어 
오일이 누출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질이 액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하기 전에 휠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한 후에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하십시오. 리어 
액슬에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분리하여 프로펠러 
샤프트를 프레임에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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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비상 시의 경우

전방

MFUH80SH000101

 1. 차량이 견인하고 있거나 견인되고 있는 경
우에는 같은 쪽의 전방 또는 후방 견인 후크
에 확실하게 로프를 설치합니다.

 2. 견인하는 동안에는 로프가 처지지 않도록 
견인차의 정지등을 주시하십시오. 차량에 
강력한 충격이나 횡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견인 하중이 과도하면 견인 후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후방

• 15 ° 이상의 각도로 차량을 견인하지 
마십시오. 차량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프는 견인 후크에만 설치하십시오. 
로프를 차량의 다른 부위에 설치하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견인 로프와 후크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로프가 당겨지면 주변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견인 후크는 상태가 양호한 도로에서 
견인차와  중량이  엇비슷한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수로나 진흙이 많은 구역에 도달하면 
차량에서 부하를 해제하십시오. 견인 
후크로 견인하지 말고, 액슬에 로프를 
설치해 견인하십시오.

• 경사로 출발 보조(HSA)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HSA OFF 스위치를 눌러 HSA를 
취소합니다.

견인 후크의 허용 용량  
전방(끌기) 방향

58.5 kN

MFU8Z0SH0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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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비상 시의 경우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
• 차량이 긴 언덕을 내려갈 경우(브레이크가 
과열되어 효과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변속기나 디퍼렌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난 경우

후방에서 견인 시(후방 휠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
조향핸들을 직진 위치에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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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비상 시의 경우

폭설시 행동 요령

• 라디오를 항상 청취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이용하십시오.
• 커브길, 고갯길, 교량 등에는 감속운전을 하십시오.
• 차량방치 및 갓길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가십시오.
•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속도로 콜센터 전화 및 권역별 라디오 주파수 안내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청각·언어 장애인 상담서비스 : 031-710-3114

• 재난시 라디오 주파수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군산 원주 강릉

KBS 표준 97.3 94.7 101.3 103.7 90.5 96.9 97.1 98.9

MBC
FM4U 91.9 97.5 95.3 88.9 91.5 99.1 98.9 94.3

표준FM 95.9 92.5 96.5 95.9 93.9 94.3 92.7 96.3

SBS(지역민방) 107.7 95.7 99.3 99.9 101.1 90.1 105.1 106.1

TBS(교통방송) 95.1 102.9 103.9 94.9 97.3 102.5 105.9 105.5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권장 대국민 행동요령]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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