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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점검 및 조정 시 주의 사항

•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엔진 시동을 끄고 시동 스위치에서 키를 빼내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확실히 당기고 변속기를 중립 위치에 둡니다.
– 차량에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에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면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놓고 변속
표시등에 “N”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면이 단단하고 수평인 곳을 선택해 점검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실시합니다. 반드
시 휠에 고임목을 받칩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 엔진이 구동 중일 때는 부상을 입지 않도록 엔진 냉각 팬에 손, 공구 및 옷이 닿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 차량을 들어 올릴 때는 차량에 제공된 잭이 아닌 적합한 잭을 사용하십시오.
• 차량을 들어올린 후 작업을 위해 차량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잭 스탠드로 지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시스템에 작업을 실시할 때는 먼저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고 3분 이상
기다린 후 배터리 음극 단자에서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3분 이내에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면 엔진 제어 모듈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엔진, 배기관 및 라디에이터는 차량을 운행한 직후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
록 이러한 부품 주변에서 주의를 기하십시오. 모든 점검은 엔진이 차가울 때 실시하십시오.
• 화염이나 기타 열원 부근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마십시오.
• 연료 라인이나 연료 필터에 작업을 실시할 때는 연료 탱크 주입구 캡을 분리하십시오. 연료
시스템인 압력을 받는 상태이므로 압력이 해제되지 않으면 연료가 넘쳐 연소나 화재를 초
래할 수 있습니다.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차고나 작업장에서 엔진을 구동하지 마십시오.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 폐기하는 부품, 오일, 그리스 및 액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폐기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ISUZU 딜러에서 모든 점검과 교체 작업을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ⳓ㉳ゟ㓷
• 적합한 공구만 사용하십시오.
• 오일,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액 및 엔진 냉각수에는 윤활, 냉각 및 녹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가 손실이나 오염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면 부품의 성능이 떨어져 정지 또는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일
정(규정된 주행 거리 또는 기간에 도달한 경우(둘 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 따라 점검(일상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할 때 이러한 액체를 보충 또는 교체하십시오.
• 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모든 시스템과 구성품이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분리한 부품이나 공구를 엔진실 내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벨트나 다른 움직이는 구성품에
걸리면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오염된 물,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오일, 그리스 및 액체의 효과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부
품을 손상시킵니다. 교체 또는 보충 시 분리된 부품이나 자재에 폐기물이나 기타 쓰레기가
닿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5

7-6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폐부품, 폐오일 및 기타 폐기 액체
• 오일, 필터, 엔진 냉각수 또는 기타 액체를 교체할 때는 폐기를 위한 용기를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 부품, 오일, 필터 또는 엔진 냉각수는 교체 후 법적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Isuzu 권장 오일과 그리스
오일과 그리스를 정기적으로 보충 및 교체하는 작
업은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고 오작동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가 추천하는 사양 혹은 순정 오일 및 그리스
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차량의 정기점검/
유지관리와 서비스에 당사가 추천하는 사양 혹은
순정 오일 및 그리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오일을 흘린 부위 부근에 화기나 기타 열
원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흘린 오일은 모두 청소해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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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단일 캡 모델에서의 보관 위치
공구는 운전석과 동승석 뒤에 보관됩니다. 등받이
를 앞으로 기울이면 공구를 꺼낼 수 있습니다.

ⳓ㉳ゟ㓷
• 차량에 후면 패널 트레이가 있다면 후면
패널 트레이를 분리해야 공구를 꺼내거
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승석 등받이

크루 캡 모델에서의 보관 위치
공구는 뒷좌석 아래에 보관됩니다. 공구를 꺼내려
면 좌석 쿠션의 앞쪽을 위로 당겨 분리하십시오.

ⳓ㉳ゟ㓷
• 구비되어 있는 공구 및 잭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이러한 공구의 사용법에 대해 먼
저 숙지한 다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올바른 보관 위치에
되돌려 놓고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고정
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 삼각 정지 표지판을 항상 차량 내에 구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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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구비된 공구

이중 타이어 장착 모델

이중 타이어 장착 모델

예비 타이어 행거 상단 모양

번호

공구명

예비 타이어 행거 상단 모양

번호

공구명

1

잭 바/예비 타이어 분리용 막대

1

잭 바/예비 타이어 분리용 막대

2

예비 타이어 분리용 핸들

2

휠 너트 렌치 핸들

3

휠 너트 렌치
스크루 드라이버(교체 가능한 십자
및 일자 헤드 포함)
공구 가방

3

휠 너트 렌치
스크루 드라이버(교체 가능한 십자
및 일자 헤드 포함)
예비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4
5
6

잭

단일 타이어 장착 모델

4
5
6
7

공구 가방
잭

ⳓ㉳ゟ㓷
• 제공되는 공구는 모두 차량 내에 비치하
십시오.

번호

공구명

1

잭 바/예비 타이어 분리용 막대
스크루 드라이버(교체 가능한 십자
및 일자 헤드 포함)
휠 너트 렌치

2

3
4
5
6

예비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공구 가방
잭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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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해치
엔진 정비용 커버
열기
레버

벨트

1. 동승석 쿠션 앞에 있는 캐치 레버를 당겨 올
려 잠금을 해제합니다.
2. 좌석 쿠션을 들어 올리고 벨트를 등받이 뒤
에서부터 빼내 좌측 캐치 레버에 부착해 쿠
션을 올려진 위치로 고정합니다.

좌석 쿠션

닫기
1. 캐치 레버에서 벨트를 분리하고 원래 위치
에서 약 30 cm 위 지점으로 좌석 쿠션을 내
립니다. 좌석 쿠션이 제 위치로 떨어지게 한
다음 캐치 레버로 고정합니다.
2. 좌석 쿠션을 부드럽게 당기고 밀어 제 자리
에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캐치
레버

• 좌석 쿠션을 원래 위치에 놓을 때 손가락,
손 또는 기타 신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또한 좌석 쿠션이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
하십시오. 쿠션이 잘못 잠기면 주행 중에
좌석이 불안정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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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정비용 보조 커버
열기
좌석 쿠션
잠금 레버

매트
엔진 정비용
보조 커버

1. 잠금 레버(적색)를 운전자의 몸쪽으로 당기
면서 위로 올려 운전석 쿠션의 잠금을 해제
합니다. 이제 쿠션을 분리합니다.

2. 매트를 들어 올린 다음 핸들을 당겨 엔진 정
비용 보조 커버를 분리합니다.

핸들

닫기
1. 엔진 정비용 보조 커버를 다시 설치하고 위
에 매트를 깝니다.
2. 좌석 쿠션의 후방 끝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
쿠션을 제 자리에 눌러 넣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7-11

후방 검사용 해치(옵션 : 크루 캡 모델)
후방 검사용 해치는 모두 뒷좌석 부근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사용 해치를 열려면 바닥 매트
를 먼저 들어낸 다음 해치에 달린 핸들을 잡고 해치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4HK1 엔진이 장착된 NPR 모델
[Smoother 클러치 오일 검사용 해치]
NLR 모델
NNR/NPR 모델
[파워 스티어링 오일 검사용 해치]
Smoother 장착 모델

[엔진 냉각수 주입용 해치]

4HK1 엔진이 장착된 NPR 모델 이외의 모든 모델
[Smoother 클러치 오일 검사용 해치]

Smoother 장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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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틸팅

• 캡을 기울인 상태에서 캡 지지대에 있는 잠금 장치(E)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면 잠금
상태가 해제됩니다. 다음 “캡 틸팅” 단원의 4단계를 참조하고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 캡은 평지에서만 기울이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 실내에서 캡을 기울일 때는 캡의 앞 공간과 위 공간을 확인해 간극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차량에 공기 편향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캡을 기울일 때는 왼쪽 및 오른쪽 도어를 확실히 닫으십시오. 캡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도어
를 열거나 닫지 말아야 합니다.
• 캡을 기울일 때 차량 주변이나 운전실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캡을 기울인 후 기울임 지지대의 잠금 레버가 잠금 위치에 완전히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음장치, 배기관,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장치(SCR) 및 DPD(디젤 매연 저감장치)는 주행 직
후 매우 뜨겁습니다. 캡을 기울이는 동안 이러한 부품을 실수로 만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
십시오.
• 계기판, 좌석, 컵 홀더 또는 바닥에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캡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만 캡을 기울이십시오.
• 지붕 랙에 아무 것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 캡을 기울이기 전에 범퍼 위에 쌓인 얼음이나 눈을 모두 치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
퍼, 조명 또는 기타 차량 구성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기울인 캡의 도어를 어쩔 수 없이 열거나 닫아야 한다면 열거나 닫는 동안 도어의 무게를 확
실히 지탱하십시오. 도어를 열거나 닫을 때 도어를 잡은 손을 놓으면 위험합니다. 도어에 본
인이나 다른 사람이 맞아 부상을 입거나 도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도어를 닫은 후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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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위로 기울이기
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기어 변속 레
버가 “N”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모든 도어
를 완전히 닫습니다.

레버 A

2. 왼손으로 손잡이(D)를 잡은 상태에서 손가
락으로 레버(A)를 몸쪽으로 당긴 다음 오른
손으로 핸들(C)을 올립니다.

레버 A

손잡이 D
핸들 C

핸들 C

3. 왼손으로 손잡이(D)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레버(B)를 몸쪽으로 당겨 캡을 올립
니다.

손잡이 D
손잡이 D
레버 B

기울임
지지대
잠금 장치 E

4. 캡을 올렸으면 왼손을 사용해 손잡이(D)로
캡을 지지하고 기울임 지지대의 잠금 장치
(E)가 확실히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잠금 장치(E)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으면
캡이 돌발적으로 내려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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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금 핀이 있다면 올바르게 끼우십시오.

잠금 핀

캡 내리기

• 캡을 내린 후에는 캡이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 캡 외부나 내부에 화물이 있으면 캡이 더 빠르게 내려옵니다.
잠금 핀

홀더

1. 잠금 핀이 있다면 빼내서 홀더에 끼워 둡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기울임
지지대

손잡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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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손으로 손잡이(D)를 잡아 캡을 지지한 상
태에서 오른손으로 잠금 장치(E)를 해제하
고 차량의 후방 쪽으로 기울임 지지대를 당
겨 아래로 접습니다.

잠금 장치 E

손잡이 D

레버 A의 잠금 장치 구역

핸들 C
손잡이 D

레버 B

3. 손잡이(D)를 잡은 상태에서 레버(B)가 결합
될만큼 충분한 힘으로 캡을 내린 다음 이 레
버가 확실히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레버(A)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핸들(C)을
내립니다.

• 레버(A)의 잠금 부위가 확실히 결합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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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점검

● 일상 점검(작동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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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 점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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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점검(작동 전 점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하고 문제 없는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한
점검을 차량에서 실시하십시오. 또한 해당 차량에 가장 적합한 검사 주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의
주행 거리와 차량이 작동된 조건을 기록해 놓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점검 결과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거나 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이 있다면 차
량을 사용하기 전에 ISUZU 딜러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십시오.

일상 점검(작동 전 점검) 항목
[1. 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 점검]
점검 항목
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 점검

참조 페이지
7-20

[2. 엔진 검사 해치를 열거나 캡을 기울인 상태에서 실시하는 점검 사항]
점검 항목

참조 페이지

팬 벨트 느슨함 및 손상 여부

7-51

엔진 오일량

7-24

엔진 냉각수량

7-37

파워 스티어링 오일량

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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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석에서 실시하는 점검 사항]
점검 항목
브레이크 오일량(수동 변속기 모델인 경우 브레이크 오일이 클러치 오일
역할도 함)

참조 페이지
7-74(7-110)

브레이크 페달 자유 유격

7-79

클러치 페달 자유 유격

7-114

M/T

미터기, 게이지 및 경고/표시등의 작동

4-10, 4-17

엔진 시동성, 비정상적 소음 및 배기 가스 색상

7-22

주차 브레이크 레버 스트로크

7-82

앞유리 워셔액 분사 상태 및 앞유리 와이퍼 효과
앞유리 워셔액량

7-137, 7-138
7-137

조향핸들 유격과 장착 상태

3-27, 7-125

혼과 방향 지시등의 작동

4-84, 4-91

연료 잔여량

4-15

도어 자물쇠의 작동

3-8

[4. 차량 주변을 둘러보면서 실시하는 점검 사항]
점검 항목

참조 페이지

조명의 점등, 점멸, 오염 및 손상

7-141

배터리액량

7-146

판 스프링 손상

―

오일, 엔진 냉각수, 연료, 브레이크 오일 및 파워 스티어링 오일의 누출

―

연료 필터에 수거된 물(하단)

7-66

[5. 휠 및 타이어 점검]
점검 항목

참조 페이지

공기 압력

7-88

균열 및 기타 손상

7-91

비정상적인 마모

7-92

트레드 깊이

7-92

디스크 휠 장착 상태

7-93

[6. 차량을 주행하면서 실시하는 점검]
점검 항목
브레이크 효과

참조 페이지
7-79

저속에서 가속 시 주행 상태

7-23

클러치 시스템 기능

7-11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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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 점검
이전 작동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구성품을 점
검합니다.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비정상적인 상태
를 ISUZU 딜러에서 수리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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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관련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 엔진 상태

7-22

● 엔진 오일

7-24

● 엔진 냉각수

7-34

● 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의 취급

7-50

● 팬 벨트

7-51

● 에어 클리너

7-56

● 연료 필터

7-60

● 디젤 매연 저감장치(DPD)

7-69

●

AdBlue®(요소수)

필터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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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상태
엔진의 시동성 및 비정상적인 소음 여부 점검

1.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확실히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하게 밟습니다.
2. 변속기가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에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속기가 중립 위치(기어 변속 레버가
“N” 위치)가 아닌 한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 안전을 위해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십시오.
3. 시동 스위치를 돌려 엔진 시동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소음 없이 엔진 시동이 신속하게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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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및 가속 시 엔진 상태 점검
1. 변속기가 중립 위치에 있고 주차 브레이크
가 확실히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동 스위치를 돌려 엔진 시동을 건 후 엔진
을 구동해 예열합니다.
3. 엔진이 표준 공회전 속도 범위 내의 속도에
서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디젤 매연 저감장치(DPD)가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는 엔진 공회전 속도가 상승
할 수도 있습니다.
4. 차량을 주행합니다. 서서히 가속하면서 가
속 페달이 정지되지 않으며, 엔진 속도가 부
드럽게 상승하고,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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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엔진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규정된 오일과 오일 필터만
사용하십시오.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엔진 오일량을 점검하고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디젤 매연 저감장치(DPD) 필터 안에 매연(PM)이 사전에 설정된 수준으로 축적되면 필터
가 연소를 통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이 재생(연소)이 가능하도록 점화 후 소량의 연료가
엔진 연소실 내로 분사됩니다. 이로 인해 연료가 서서히 엔진 오일과 혼합되고 엔진 오일량
이 원래 수준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엔진이 오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오일량 점검
평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엔진 시동을 걸기 전이나 엔진 시동을 끈 후 30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엔
진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오일량을 점검하려면 오일 딥스틱을 빼내 끝부분을 깨끗한 헝겊으로 닦은
후 다시 집어넣었다가 천천히 빼냅니다.
오일량이 “검사 최대” 표시와 “최소” 표시 사이에 있다면 적정량의 오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일
누출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4JJ1 엔진 모델

4HK1 엔진 모델

오일 딥스틱

오일 딥스틱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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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교환시 주변에 남은 오일은 잘 닦아내어 오일 누유가 없는지 꼭 점검하여 주십시오.

• 엔진오일의 계속적인 접촉은 피부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용쥐에 의한 실
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비누와 물로 씻어 피부를 보호하십시오.
• 엔진오일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주행 직후에는 엔진오일이 고온이므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온도가 내려가면 실시하십시오.

• 교환된 폐엔진오일을 하수도나 도로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법에 저촉되어 법적제재조치를 받
습니다. 반드시 폐오일 전문 처리업체에 보내서 폐기 또는 재활용케 하십시오.
• 오일필터 여과지 및 "O"링은 반드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십시오. 부적절한 오일 필터 장착은
오일 누유 및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오일 보충시 주입구로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물질이 혼입되면 엔진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오일 필터 교환시 주변 전장품(시동 모터,발전기, 센서류 등)에 오일이 떨어지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오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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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량 점검
오일 교체 요망

검사 최대
보충 최대
최소

오일 보충 요망

1. 오일 딥스틱을 빼내 오일 딥스틱에 묻은 오
일을 닦아 냅니다.
2. 오일 딥스틱을 완전히 넣었다가 천천히 빼
냅니다. 오일량이 “검사 최대” 표시와 “최
소” 표시 사이(범위 1)에 있다면 적정량의
오일이 있는 것입니다.
3. 오일량이 너무 부족하면 “보충 최대” 표시
(범위 2)까지 오일을 보충합니다. 오일량이
“검사 최대” 수준을 넘는다면 오일을 교체해
야 합니다.
4. 오일량을 점검한 후 오일 딥스틱을 원래 위
치에 재설치합니다.

ⳓ㉳ゟ㓷
• 오일량이 오일 딥스틱의 “검사 최대” 표시를 넘어선다면 엔진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
니다. 오일량이 “검사 최대” 표시를 초과한다면 오일을 교체하십시오.
• 연료는 서서히 엔진 오일과 혼합되어 희석됩니다. 규정된 주기에 오일을 반드시 교체하십
시오.

• 모든 엔진 오일량 점검 작업은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평지에서 실시하십시오.
•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는 오일량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습니다.
• 연료는 서서히 엔진 오일과 혼합되고 엔진 오일량이 원래 수준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엔진 오작동이 아닙니다.
• 엔진을 구동한 후 오일량을 측정할 때는 엔진 정지 후 30분 이상 기다린 뒤에 측정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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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보충
엔진 오일량이 오일 딥스틱의 “최소” 표시 부근이라면 오일 주입구 캡을 분리하고 오일을 보충합니
다. 이 때 오일 딥스틱을 빼내십시오. 지정된 엔진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4JJ1 엔진 모델
오일 딥스틱

4HK1 엔진 모델

오일 주입구 캡

오일 주입구 캡

오일 딥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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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을 보충할 때는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흘릴 경우를 대비해 작업장 헝겊을 가까운 곳
에 준비해 두십시오. 엔진 위에 흘린 오일은 조심스럽게 닦아 내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준
수하지 않으면 흘린 오일이 점화되어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헝겊이나 장갑 등의 가연성 품목을 엔진실 내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 엔진 오일은 주행 후 뜨거우므로 주행 후 오일을 교체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ⳓ㉳ゟ㓷
• 엔진 오일은 엔진 내부의 구성품을 윤활하고 냉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면서
오일의 증발, 배출 및 연소로 인해 오일의 품질은 떨어지고 오일량은 감소합니다. 오일량을
점검하지 않거나 오일을 보충 및 교체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오일을 계속 사용하면 엔진의 정
지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일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오일량이 줄어든 경우 정기점
검/유지관리 일정에 명시된 주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일을 보충하거나 교체하십
시오. 정비 주기는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일을 보충할 때 주입구 포트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일에 이물질이 섞
이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오일 딥스틱의 “검사 최대” 표시를 넘게 오일을 보충하면 엔진 작동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오일 딥스틱으로 오일량을 점검하십시오.
• DPD 호환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엔진이나 DPD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연비가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DPD 호환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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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및 오일 필터 교체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는 엔진 성능과 수명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규정된 오일과 오일 필터만
사용하십시오.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엔진 오일량을 점검하고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ⳓ㉳ゟ㓷
•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일량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일을 교체하
고 난 후에는 오일량이 필요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DPD 호환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엔진이나 DPD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연비가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DPD 호환 엔진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교체 시 엔진 오일량
엔진 모델

오일량[기준치]
오일만 교체 시

오일 및 필터 교체 시

4JJ1

7.5 리터

8.2 리터

4HK1

9.5 리터

11.5 리터

7-30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오일 교체(4JJ1 엔진 모델)
1.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일 주입구 캡
주변을 청소합니다. 오일 주입구 캡을 분리
합니다.
오일 필터

2. 오일 팬과 오일 필터 아래에 오일을 수거하
기 위한 용기를 받칩니다. 오일 팬 배출 플러
그와 오일 필터 배출 플러그를 분리해 오일
을 용기에 배출합니다.

ⳓ㉳ゟ㓷
• 배출한 오일은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
로 폐기해야 합니다.

오일 팬 배출 플러그
배출 플러그
중앙 볼트
전방
중앙 볼트

O-링
필터
케이스

필터 엘리먼트

3. 소켓 렌치를 사용해 중앙 볼트를 반시계 방
향으로 돌려 풀어 필터 케이스를 분리합니
다. 이제 필터 엘리먼트를 분리합니다.
4. 새 오일 필터가 잘 접촉되도록 작업장 헝겊
을 사용해 필터 장착면을 깨끗하게 닦아 냅
니다.
5. O-링 세 개와 필터 엘리먼트를 신품으로 교체
합니다. 소켓 렌치로 중앙 볼트를 조입니다.
오일 필터 중앙 볼트 조임 토크

44 N·m
O-링
배출 플러그

ⳓ㉳ゟ㓷
• 오일 필터를 설치할 때는 O-링이 다른 부
품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일
누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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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일 팬 배출 플러그와 오일 필터 배출 플러그를 다시 설치해 조입니다.
배출 플러그 조임 토크
오일 팬

83 N•m

오일 필터

25 N•m

ⳓ㉳ゟ㓷
• 플러그는 다시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7. 오일 딥스틱을 빼내고 오일 주입구로 규정된 오일을 조심스럽게 주입합니다.
8. 오일 딥스틱을 끼우고 오일 주입구 캡을 설치합니다. 새 오일을 주입하고 나서 5분 후 엔진 시
동을 걸고 공회전시킵니다. 엔진이 공회전하는 동안 오일 필터나 배출 플러그 주변에서 오일
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ⳓ㉳ゟ㓷
•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속하지 마십시오.
9. 엔진 시동을 끕니다. 이제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오일 딥스틱으로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 엔진 오일을 흘린 부위 부근에 화기나 기타 열원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 헝겊이나 장갑 등의 가연성 품목을 캡 아래의 엔진실 내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화재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구도 잊지 마십시오.

ⳓ㉳ゟ㓷
•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속하지 마십시오.
• 오일 딥스틱의 “검사 최대” 표시가 넘도록 엔진에 오일을 주입하지 마십시오. 과주입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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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오일 교체(4HK1 엔진 모델)

전방

1.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일 주입구 캡
주변을 청소합니다. 오일 주입구 캡을 분리
합니다.
2. 오일 팬과 오일 필터 아래에 오일을 수거하
기 위한 용기를 받칩니다.
3. 오일 팬 배출 플러그를 분리해 오일을 용기
에 배출합니다.

오일 필터

오일 팬 배출 플러그

ⳓ㉳ゟ㓷
• 배출한 오일은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
로 폐기해야 합니다.
4. 특수 오일 필터 렌치를 사용해 오일 필터를
분리합니다.
5. 새 오일 필터의 가스켓에 깨끗한 엔진 오일
을 얇게 도포합니다.
6. 새 오일 필터를 설치합니다. 부착할 표면에
필터 가스켓이 닿으면 특수 오일 필터 렌치
를 사용해 1 1/4바퀴 조입니다.

ⳓ㉳ゟ㓷
• 오일 필터를 설치할 때는 가스켓이 나사
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일 누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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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일 팬 배출 플러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
인합니다.
오일 팬 배출 플러그 조임 토크

83 N•m

ⳓ㉳ゟ㓷
• 플러그는 다시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8. 오일 딥스틱을 빼내고 오일 주입구로 규정된
오일을 조심스럽게 주입합니다.
9. 오일 딥스틱을 끼우고 오일 주입구 캡을 설치
합니다. 새 오일을 주입하고 나서 5분 후 엔진
시동을 걸고 공회전시킵니다. 엔진이 공회전
하는 동안 오일 필터나 배출 플러그 주변에서
오일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ⳓ㉳ゟ㓷
•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속하지 마십시오.

• 엔진 오일을 흘린 부위 부근에 화기나 기타 열원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
두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 헝겊이나 장갑 등의 가연성 품목을 캡 아래의 엔진실 내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화재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구도 잊지 마십시오.

ⳓ㉳ゟ㓷
•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속하지 마십시오.
• 오일 딥스틱의 “보충 최대” 표시가 넘도록 엔진에 오일을 주입하지 마십시오. 과주입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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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엔진 냉각수

엔진 냉각수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해야 합니다.

• 엔진 냉각수의 점검, 보충 또는 교체 작업은 엔진이 충분히 식은 후에 실시하십시오.
• 엔진 냉각수가 고온인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또는 보조 탱크 캡을 열거나 분리하지 마십시
오. 뜨거운 증기나 끓는 물이 뿜어져 나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식고 엔
진 냉각수의 온도가 낮아진 후 캡을 헝겊 등으로 감싼 상태에서 천천히 풀어 분리하십시오.
• 라디에이터 캡이나 보조 탱크 캡을 분리할 때는 두꺼운 천으로 캡을 감싸고 천천히 돌리십
시오.
• 엔진 냉각수는 유독성이며 삼켜서는 안 됩니다. 엔진 냉각수를 실수로 삼킨 경우에는 즉시
구토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엔진 냉각수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대량의 물로 15분 이상 씻어 눈을 내십시오. 또
한 염증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느껴지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 엔진 냉각수가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비누와 대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또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감지되면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엔진 냉각수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와 기타 열원을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배기 매니폴
드와 같은 뜨거운 표면과 접촉하면 인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ⳓ㉳ゟ㓷
• 엔진 냉각수를 정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엔진 냉각수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 냉각수의 품질 저하로 인해 녹이 발생해
누수, 라디에이터 또는 히터 코어 막힘, 요소 SCR 시스템의 손상 등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 엔진 냉각수는 냉각수와 물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한 액체입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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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 준비
엔진 냉각수의 동결로 인한 엔진의 손상을 방지하고 냉각 시스템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냉
각수와 물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50% 농도로 희석되어 있는 “50:50 사전 희석”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ⳓ㉳ゟ㓷
• ISUZU에서는 외기 온도가 -30°C 이하인 경우 엔진 또는 차량의 사용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 그러나 엔진 또는 차량을 -30°C 이하의 외기 온도에서 사용할 경우 55%의 냉각수 농도를
권장합니다.

엔진 냉각수량
아래에는 엔진 냉각수를 교체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엔진 냉각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엔진 냉
각수를 교체한 후에는 엔진 냉각수가 규정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엔진 모델

엔진 냉각수량[기준치]

4JJ1

13.3 리터

4HK1

18.7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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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는 유독성이며 삼켜서는 안 됩니다. 냉각수를 실수로 삼킨 경우에는 즉시 구토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냉각수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대량의 물로 15분 이상 씻어 눈을 내십시오. 또한 염
증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느껴지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 냉각수가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비누와 대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또한 비정상적인 상태
가 감지되면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보관하려면 뚜껑을 확실히 닫고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냉각수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와 기타 열원을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배기 매니폴드와
같은 뜨거운 표면과 접촉하면 인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십시오.

• ISUZU가 권장하는 냉각수만 사용하십시오.
• ISUZU가 권장하는 냉각수가 아닌 다른 냉각수를 사용하면 엔진, 라디에이터 또는 히터 코어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붕산염 또는 규산염이 함유된 냉각수를 사용하면 엔진, 요소 선
택적 촉매 저감장치(SCR) 또는 라디에이터에 부식이 발생해 엔진 냉각수 누출 및 기타 고장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ⳓ㉳ゟ㓷
• 냉각수를 희석하려면 증류수나 탈이온수를 사용하십시오.
• 규정된 농도가 아닌 냉각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냉각수 농도가 60% 이상이면 과열될 가
능성이 높으며, 농도가 30% 이하이면 방식 성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 규정된 농도가 아닌 다른 농도의 냉각수를 사용하면 부동액 성능이 줄어들어 엔진 냉각수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 엔진 냉각수가 빠르게 감소한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즉시 방문해 점검 또는 수리를 받으
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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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량 점검
단일 캡 모델
보조 탱크

보조 탱크는 전방 우측 휠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진이 식고 난 후 보조 탱크의 냉각수 수위가
“MIN(최소)” 선 아래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또한 라디에이터 캡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엔진
냉각수가 주입구 목부분까지 차 있는지 확인합니
다. 엔진 냉각수량은 차가울 때만 점검하십시오.

NPR 크루 캡 모델

검사용 해치

보조 탱크

• 라디에이터 캡은 이중 작용형이기 때문에
두 번 돌리는 동작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
다. 캡을 분리할 때는 캡이나 주입구가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캡이 멈출 때까지 왼쪽으로 천천히
캡을 돌립니다. 캡을 돌리는 동안 누
르지 마십시오.
- 잔류 압력(쉿하는 소리로 알 수 있
음)이해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캡
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계속 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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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 캡

주입구 목 부분

또한 라디에이터나 라디에이터 호스에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을 주차해 둔 지면에 냉
각수 누수가 있는지 오일이나 얼룩이 있는지 확
인합니다. 누출을 발견하면 ISUZU 딜러에 문의
하십시오.

• 냉각수 누수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
하시면 엔진 정지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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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 보충
단일 캡 모델
보조 탱크

보조 탱크 내의 엔진 냉각수량이 “MIN(최소)”선
미만이면 보조 탱크 캡을 열고 엔진 냉각수를
“MAX(최대)”선 부근까지 주입합니다.
엔진 냉각수를 보충한 후 보조 탱크 캡을 확실히
닫습니다.

• 엔진 냉각수의 점검, 보충 또는 교체 작업
은 엔진이 충분히 식은 후에 실시하십시오.

NPR 크루 캡 모델
검사용 해치

보조 탱크

ⳓ㉳ゟ㓷
• 보조 탱크에 냉각수를 과도하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 보조 탱크를 점검해 엔진 냉각수량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보조 탱크의 냉각수량이 갑자기
상승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라디에이터 내의 냉각수량을 직접 확
인하십시오.
• 엔진이 아직도 뜨거운 경우에는 엔진 냉각수가 배기 매니폴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닿으면 배기 매니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엔진 냉각수량이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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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 교체
ⳓ㉳ゟ㓷
• 배출한 엔진 냉각수는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엔진 냉각수량
엔진 모델

엔진 냉각수량[기준치]

4JJ1

13.3 리터

4HK1

18.7 리터

냉각 시스템 배출
엔진 냉각수를 교체할 때는 라디에이터 캡, 라디
에이터, 인터쿨러 및 엔진 냉각수 통로도 청소하
십시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엔진이 완전히 식었
는지 확인합니다.
2. 라디에이터 캡을 분리합니다.

라디에이터 캡
라디에이터 캡

주입구 목 부분

• 라디에이터 캡은 이중 작용형이기 때문에
두 번 돌리는 동작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
다. 캡을 분리할 때는 캡이나 주입구가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캡이 멈출 때까지 왼쪽으로 천천히
캡을 돌립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돌
리는 동안 누르지 마십시오.
- 잔류 압력(쉿하는 소리로 알 수 있
음)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캡
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계속 돌
립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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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디에이터와 엔진에서 배출 플러그를
열고 엔진 냉각수가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보조 탱크에서도 엔진 냉각수를 배출합니다.
4. 라디에이터와 엔진에 배출 플러그를 조입니다.

4JJ1 엔진 모델

4HK1 엔진 모델
풀기

풀기
배출 플러그

4JJ1 엔진의 경우 엔진 배출 플러그를 체결
하기 전에 플러그의 나사산에 실런트
(LOCTITE® 262 또는 동급품)을 도포합니
다.
4HK1 엔진의 경우 설치하기 전에 엔진 배
출 플러그의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배출 플러그

4JJ1 엔진 모델

엔진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21.6 N•m

4HK1

22.1 N•m

• 엔진 냉각수를 라디에이터에서 배출한 상
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엔진
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배출 플러그

ⳓ㉳ゟ㓷

4HK1 엔진 모델

• 라디에이터 배출 플러그를 손으로 조입
니다. 플라이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 조
이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출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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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 코어 및 인터쿨러 코어 청소
라디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의 공기 통로가 이물질이나 먼지로 막히면 냉각 효율이 떨어집니
다. 또한 코어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코어를 물로 세척하십시오.

ⳓ㉳ゟ㓷
• 라디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를 청소할 때는 코어를 뭉개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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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 통로 청소

4JJ1 엔진 모델

공기빼기 플러그
1. 엔진 커버 위의 배수구와 송수관에서 공기
라디에이터 캡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빼기 플러그를 분리합니다(4JJ1 엔진 모델
(송수관)
만 해당). 이제 라디에이터에 입구 상단까지
수돗물을 주입합니다. 주입 후 공기빼기 플
러그를 조입니다.

4HK1 엔진 모델
라디에이터 캡

엔진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15.3 - 28.4 N•m

4HK1

14 - 24 N•m

엔진

송수관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4.5 - 8.5 N•m *

공기빼기 플러그
(배수구)

* 플러그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 라디에이터 캡은 이중 작용형이기 때문에
두 번 돌리는 동작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
다. 캡을 분리할 때는 캡이나 주입구가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디에이터 캡

주입구 목 부분

- 캡이 멈출 때까지 왼쪽으로 천천히
캡을 돌립니다. 캡을 돌리는 동안 누
르지 마십시오.
- 잔류 압력(쉿하는 소리로 알 수 있
음)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캡
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계속 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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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디에이터 캡을 점검하고 청소합니다.
캡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교체합니다.
3. 라디에이터 캡을 확실히 조입니다.
4. 경미한 균열에서도 엔진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고무 호스를 교체합니다.
5. 보조 탱크에 수돗물을 “MAX(최대)” 선까지
주입합니다.

단일 캡 모델
보조 탱크

NPR 크루 캡 모델

검사용 해치

보조 탱크

6. 보조 탱크의 캡을 닫습니다.
7. 엔진 시동을 건 후 20분 간 엔진이 공회전하
게 둡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식을 때까지 기
다린 후 물을 배출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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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시스템 보충

• 엔진 냉각수 교체 또는 보충 시 엔진 냉각 시스템에 냉각수가 올바르게 주입되지 않으면 가끔
엔진과 라디에이터가 만충되기도 전에 엔진 냉각수가 주입구 목 부분에서 넘쳐 흐릅니다.
•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엔진이 구동되면 엔진 냉각수가 부족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엔진 냉각수를 보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엔진이 완전히 식었
는지 확인합니다.

4JJ1 엔진 모델
공기빼기 플러그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라디에이터 캡
(송수관)

2. 라디에이터와 엔진에 배출 플러그를 조입
니다.
4JJ1 엔진의 경우 엔진 배출 플러그를 설치하
기 전에 플러그의 나사산에 실런트
(LOCTITE® 262 또는 동급품)를 도포합니다.
4HK1 엔진의 경우 설치하기 전에 엔진 배
출 플러그의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4HK1 엔진 모델
라디에이터 캡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

공기빼기 플러그
(배수구)

엔진

엔진 배출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21.6 N•m

4HK1

22.1 N•m

3. 엔진 커버 위의 배수구와 송수관에서 공기빼
기 플러그를 분리합니다(4JJ1 엔진 모델만
해당). 이제 엔진 냉각수를 규정된 농도로 붓
습니다. 엔진 냉각수를 주입한 후 두 공기빼
기 플러그의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공
기빼기 플러그를 조입니다.
엔진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15.3 - 28.4 N•m

4HK1

14 - 24 N•m

엔진

송수관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JJ1

4.5 - 8.5 N•m *

* 플러그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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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를 두 세 번 쥐어 짭
니다.
조치한 결과로 호스에서 공기가 나오고 엔진
냉각수 수위가 내려간다면 라디에이터 캡 부
위에서 라디에이터 주입구의 상단까지 엔진
냉각수를 주입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라디에이터 캡
• 라디에이터 캡은 이중 작용형이기 때문에
두 번 돌리는 동작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
다. 캡을 분리할 때는 캡이나 주입구가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입구 목 부분

- 캡이 멈출 때까지 왼쪽으로 천천히
캡을 돌립니다. 캡을 돌리는 동안 누
르지 마십시오.
- 잔류 압력(쉿하는 소리로 알 수 있
음)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캡
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계속 돌
립니다.
•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엔진 냉각수를 천
천히 주입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4HK1 엔진 모델
공기빼기 플러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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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에 공기빼기 플러그와 배기 가스 재순환
(EGR) 쿨러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라디
에이터 캡을 닫습니다.
4HK1 엔진의 경우 다음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라디에이터 캡을 닫습니다.
배수구에 공기빼기 플러그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공기빼기 플러
그를 조입니다.

공기빼기 플러그 A

실린더 헤드 위의 EGR 쿨러에서 공기빼기
플러그 두 개(A 및 B)를 모두 분리하고 공기
빼기 플러그 구멍을 통해 엔진 냉각수를 주
입합니다. 공기빼기 플러그(B)는 공기를 제
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엔진 냉각수를 주입한 후 공기빼기 플러그의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공기빼기 플러
그를 조입니다.
엔진

배수구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4HK1

14 - 24 N•m

EGR 쿨러 공기빼기 플러그 조임 토크
공기빼기
플러그 A

34.2 - 48.2 N•m

공기빼기
플러그 B

20.6 - 31.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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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캡 모델

보조 탱크

6. 보조 탱크에 엔진 냉각수를 “MAX(최대)” 선
까지 주입합니다. 보조 탱크의 캡을 닫습
니다.
7. 엔진 시동을 걸고 5분 이상 공회전시킨 다음
엔진 시동을 끕니다.

NPR 크루 캡 모델

검사용 해치

보조 탱크

8. 엔진이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한 후 라디에이
터 캡을 분리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내
려갔다면 라디에이터 주입구까지 엔진 냉각
수를 보충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비정
상적으로 내려갔다면 라디에이터, 엔진 냉각
수 통로 또는 보조 탱크 호스에서 누출이 발
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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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디에이터 캡을 확실히 닫은 후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중앙에 도달하고 서모스탯이 열릴 때
까지 엔진을 공회전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스위치를 ON으로 돌려 엔진을 예열합니다.
냉각수 온도계의 바늘이 중앙에 도달하면 엔진 속도를 약 2000 RPM으로 올리고 이 속도를
5분 간 유지합니다.
차량에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다면 A/C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아 예열을 촉진하십시오.
차량에 히터가 장착되어 있다면 히터 팬을 끄고 예열을 촉진하십시오. 상부 호스와 하부 호스
가 뜨거운지 여부를 확인해 서모스탯의 개방상태를 확인합니다.
차량에 히터가 장착되어 있다면 온도 제어 장치를 최대 설정으로 돌려 뜨거운 공기가 송풍되도
록 합니다.
10. 엔진을 5분 간 공회전시킨 다음 엔진 시동을 끕니다.
11. 엔진이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한 후 라디에이터 캡을 분리하고 엔진 냉각수 수위를 점검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내려갔다면 라디에이터 캡 부위에서 라디에이터 주입구까지 엔진 냉각수
를 보충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엔진 냉각수의 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12. 라디에이터 주입구의 엔진 냉각수 수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9단계 ~ 11단계를 반
복합니다.
13. 라디에이터 캡을 확실히 닫습니다.
14. 보조 탱크에 “MAX(최대)” 선까지 엔진 냉각수를 보충한 다음 보조 탱크 캡을 닫습니다.
15. 다음 날 아침에 보조 탱크의 엔진 냉각수량을 점검합니다. 엔진 냉각수 수위가 내려갔다면
“MAX(최대)” 선까지 엔진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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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의 취급
라디에이터 코어 및 인터쿨러 코어 청소
라디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의 공기 통로가
이물질이나 먼지로 막히면 냉각 효율이 떨어집니
다. 또한 코어가 부식될 수도 있습니다. 엔진 냉각
수는 24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교체할 때 라디
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를 수돗물로 세척하
십시오.
라디에이터
인터쿨러
인터쿨러 코어

라디에이터 코어

• 코어를 청소하기 전에 반드시 엔진 시동을
끄고 시동 스위치에서 키를 빼내십시오.
• 엔진, 배기관 및 라디에이터는 차량을 주
행한 직후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이러한 부품 주변에서 주의하십
시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청소하십
시오.

• 라디에이터, 인터쿨러 및 그 주변부를 고
압수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손상될 수 있
습니다.

코어

• 라디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를 청
소할 때는 코어를 뭉개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코어를 파손되기 매우 쉽기 때문에 구부
러져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변형되면 냉각 성능이 떨어집니다.
• 청소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 전기 구
성품과 전선에 물이 튀지 않도록 먼저 조
치를 취해 놓으십시오.
• 라디에이터 코어와 인터쿨러 코어를
청소한 후에도 찌든 때가 남아 있다면
ISUZU 딜러에서 차량 검사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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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벨트

• 팬 벨트로는 V-립형 벨트가 사용됩니다. 이 유형의 벨트는 기존 유형의 V 벨트에 비해 좀 더
정확하게 장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력을 잘못 조정하면 벨트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벨트
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팬 벨트가 손상된 경우에는 올바르게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엔진
이 과열됩니다. 팬 벨트의 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 팬 벨트를 교체할 때는 ISUZU 순정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벨트 장력의 올바른 조정을 위한
지침]
• 신품 벨트나 사용했던 벨트를 설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라 벨트를 조정하십시오.
- 엔진 시동을 걸기 전이나 엔진 시동을 끈 후 30분이 지난 뒤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벨트를 검사하십시오.
- 벨트 및 풀리 홈을 맞추고 표시된 방법에 따라 벨트 장력을 조정합니다.
- 엔진 시동을 걸고 약 1분 간 공회전시켜 풀리 사이에서 벨트의 모든 부분의 장력이
고르게 되도록 합니다.
- 엔진 시동을 끈 다음 벨트 장력을 점검합니다. 장력이 부적합하다면 규정된 표준치
로 다시 조정합니다.
- 신품 벨트 장력 사양은 벨트를 신품으로 교체한 후에만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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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A 발전기 장착 엔진

4JJ1 엔진 모델
풀리 사이에서 벨트의 가운데 부분(그림 참조)을
98 N의 힘으로 눌러 처짐량을 점검합니다. 처짐
량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력을 조정합니
다.

처짐량

진동 주파수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센서 마이
크 표면을 풀리 사이의 벨트 중앙에서 10 mm 떨
어진 평행한 위치에 둔 상태에서 스크루드라이버
의 손잡이 등으로 벨트를 두드려 벨트를 진동하게
해 값을 측정합니다. 값을 2 ~ 3회 측정하고 평균
값을 구합니다. 평균값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
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장력을 조정합니다.

발전기

90A 발전기 장착 엔진

또한 팬 벨트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는지 점검
합니다. 균열 또는 손상이 있거나 검사한 값이 표
준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면 벨트를 교체합니다.
처짐량

발전기

표준치[처짐량]

표준치[진동 주파수]

신품 벨트

4 - 6 mm

212 - 236 Hz

사용한 상태

6 - 8 mm

181 - 195 Hz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50A 발전기 장착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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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K1 엔진 모델
풀리 사이에서 벨트의 가운데 부분(그림 참조)을
98 N의 힘으로 눌러 처짐량을 점검합니다. 처짐량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력을 조정합니다.

처짐량
발전기

90A 발전기 장착 엔진

진동 주파수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센서 마이
크 표면을 풀리 사이의 벨트 중앙에서 10 mm 떨
어진 평행한 위치에 둔 상태에서 스크루드라이버
의 손잡이 등으로 벨트를 두드려 벨트를 진동하게
해 값을 측정합니다. 값을 2 ~ 3회 측정하고 평균
값을 구합니다. 평균값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력을 조정합니다.
또한 팬 벨트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는지 점검
합니다. 균열 또는 손상이 있거나 검사한 값이 표
준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면 벨트를 교체합니다.

처짐량

발전기

발전기

50A/60A
80A/90A

표준치[처짐량]

표준치[진동 주파수]

신품 벨트

5 - 7 mm

208 - 232 Hz

사용한 상태

6 - 8 mm

178 - 190 Hz

신품 벨트

5 - 7 mm

187 - 209 Hz

사용한 상태

6 - 8 mm

161 - 173 Hz

7-54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조정 및 교체

4JJ1 엔진 모델

4JJ1 엔진 모델 또는 50A 발전기가 장
착된 4HK1 엔진 모델
조정
1. 발전기의 상부 및 하부 너트와 볼트(1, 2)를
풉니다.
2. 벨트 장력이 표준치 범위 안에 들 때까지 조
정 볼트(3)을 돌립니다.
3. 조정 후 풀었던 너트와 볼트를 모두 확실히
조입니다.

벨트 교체
1. 에어컨 컴프레서 벨트를 분리합니다.

50A 발전기가 장착된 4HK1 엔진 모델

2. 발전기의 상부 및 하부 너트와 볼트(1, 2)를
푼 다음 풀리에서 벨트를 분리합니다.
3. 팬의 입구를 통해 벨트를 꺼냅니다.
4. 팬의 입구를 통해 신품 벨트를 넣고 벨트의
홈을 발전기 풀리 및 크랭크샤프트 풀리의
홈과 맞춘 상태로 벨트를 설치합니다.
5. 벨트 장력이 표준치 범위 안에 들 때까지 조
정 볼트(3)을 돌립니다.
6. 조정 후 풀었던 너트와 볼트를 모두 확실히
조입니다.
7. 에어컨 컴프레서 벨트를 설치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90A 발전기가 장착된
4HK1 엔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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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A 발전기가 장착된 4HK1 엔진 모델
조정
1. 텐셔너의 잠금 너트를 풉니다.
2. 조정 볼트로 벨트의 장력을 조정합니다.
3. 장력을 조정했으면 텐셔너의 잠금 너트를
확실히 조입니다.

조정 볼트

벨트 교체
1. 텐셔너의 잠금 너트를 풉니다.
2. 조정 볼트를 풀고 풀리에서 벨트를 분리합
니다.

잠금 너트

3. 팬의 입구를 통해 벨트를 꺼냅니다.
4. 팬의 입구를 통해 신품 벨트를 넣고 벨트의
홈을 풀리의 홈과 맞춘 상태로 벨트를 설치
합니다.
5. 벨트 장력이 표준치 범위 안에 들 때까지 조
정 볼트를 돌립니다.
6. 장력을 조정했으면 텐셔너의 잠금 너트를
확실히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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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클리너

에어 클리너의 엘리먼트가 막힌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면 엔진 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
량이 늘어납니다. 에어 클리너의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ⳓ㉳ゟ㓷
• 반드시 ISUZU 순정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사용하십시오.

에어 클리너 점검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분리해 이물질로 막혀있
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에어 클리너 표시등이 켜질 경우에는 검사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점
검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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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교체
1. 클립 3개를 풀고 에어 클리너 커버를 분리합
니다.

클립
2.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당겨 빼 분리합니다.

본체 엘리먼트 클립

커버

배출 밸브
3. 에어 클리너 커버와 본체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합니다.
4. 에어 클리너의 하단에서 배출 밸브를 청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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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엘리먼트를 에어 클리너 본체의 제 위치로
눌러 넣습니다.

6. 에어 클리너 커버를 설치합니다.
본체의 좌측에 있는 노치를 커버에 있는 고리
에 맞춥니다. 클립 3개를 걸어 커버를 제 위
치에 고정합니다.

노치

고리

커버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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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청소
엘리먼트가 오염된 상태에 따라 다음 청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 마른 먼지가 엘리먼트에 붙어 있는 경우
a. 엘리먼트를 돌리면서 최대 690 kPa 압력
의 압축 공기를 엘리먼트의 안쪽에 불어
넣어 먼지를 제거합니다.
b. 엘리먼트가 손상되었거나 얇아졌는지 점
검합니다.

ⳓ㉳ゟ㓷
• 엘리먼트의 외부면에 압축 공기를 가하
지 마십시오. 먼지가 내부면에 박히게 됩
니다.

2. 기름기가 있는 연기나 매연으로 인해 엘리
먼트가 검어진 경우
a. 중성 세제를 푼 물에 엘리먼트를 약 30분
간 담가 놓습니다.
b. 세제 용액에서 엘리먼트를 꺼내 수돗물로
잘 헹굽니다.
c. 청소 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엘리먼트
가 자연적으로 건조되게 합니다.

ⳓ㉳ゟ㓷
• 엘리먼트를 치거나 가격하지 마십시오.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공기로 건조되는 데 2 ~ 3일이 소요됩니
다. 예비용 엘리먼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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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필터

연료 필터(연료 프리필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섀시 측 연료 필터와 엔진 측 연료 필터 모두)는 정
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이 점등하면 물을 배출합니다.
(연료 프리필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섀시 측 연료 필터와 엔진 측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하십시
오.)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
특정 양의 물이 수분 분리기(엔진 측 연료 필터)에
수집되면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이 점등
됩니다.
이 때는 물을 배출하고 경고등이 꺼졌는지 확인합
니다.(연료 프리필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섀시
측 연료 필터와 엔진 측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
한 후 경고등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 수분 분리기에서 물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동결되어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엔진이 구동되고 있는 동안 경고등이 켜지면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에서 물을 즉시 배출하십
시오.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연료 분사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에는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점검 및 정비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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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필터 교체
엔진 측 연료 필터
공기빼기 플러그

1. 필터 엘리먼트 케이스의 하단에서 배출 플
러그를 풉니다. 공기빼기 플러그의 고무 캡
을 분리한 다음 플러그를 풉니다. 그러면 필
터 엘리먼트 케이스 내의 연료가 배출 플러
그를 통해 배출됩니다. 공기빼기 플러그를
조입니다.
2. 수분 분리기 스위치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3. 공구(예: 29 mm 소켓 렌치)를 사용하여 엘
리먼트 케이스의 하단에 있는 육각 부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엘리먼트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수분 분리기
스위치 커넥터
플로트

배출 플러그

ⳓ㉳ゟ㓷
• 필터 엘리먼트 케이스 내의 하단에 있는
플로트가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 수분 분리기 스위치 커넥터를 연결하고,
필터 엘리먼트 케이스를 뒤집은 다음 수
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 필터 엘리먼트 케이스 내부의 바닥에 있
는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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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빼기 플러그

4. 아래쪽으로 필터 엘리먼트를 빼내고 O-링을
분리합니다.
깨끗한 천으로 필터 본체의 내부 표면에 축
적된 이물질을 모두 닦아 냅니다.

필터 본체
O-링
내측 가스켓
구멍
외측 가스켓
엘리먼트

ⳓ㉳ゟ㓷
• 압축 공기로 이물질을 제거하지 마십시
오. 대신 깨끗한 천을 사용하십시오. 공
기로 이물질을 불어내면 연료 통로에 유
입되어 엔진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
니다.
5. 신품 O-링을 나사산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면서 필터 본체에 부착합니다.

엘리먼트 케이스

배출 플러그
수분 분리기
스위치 커넥터

6. 신품 필터 엘리먼트의 내측 및 외측 가스켓
에 디젤 연료를 얇게 도포한 후 필터 본체에
닿을 때까지 엘리먼트를 삽입합니다.

ⳓ㉳ゟ㓷
• 내측 가스켓 옆의 구멍 4개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 엘리먼트 케이스의 안쪽 표면이나 O-링에
디젤 연료를 얇게 도포한 후 필터 본체에 닿
을 때까지 엘리먼트 케이스를 시계 방향으
로 돌립니다.
엘리먼트 케이스의 끝이 필터 본체에 닿지
않는다면 필터 엘리먼트를 완전히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먼트를 돌리면서 다시
삽입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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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먼트 케이스를 장착할 때는 O-링이 나사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료 누출
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ⳓ㉳ゟ㓷
• 반드시 ISUZU 순정 연료 필터 엘리먼트를 사용하십시오.
• 가스켓은 필터 엘리먼트를 교체할 때 교체하십시오.
8. 엘리먼트 케이스를 설치합니다.
엘리먼트 케이스 조임 토크
51 - 61 N•m(5.2 - 6.2 kgf•m/38 - 45 lb•ft)
9. 배출 플러그를 조이고 수분 분리기 스위치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10. 연료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합니다. 연료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하려면 “엔진 측 연
료 필터” 및 “연료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한
후”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조해 따르십시오.

• 연료 필터 엘리먼트를 교체한 후에는 엔진을 구동해 필터 주변에 누출이 없는지 확인합니
다. 연료가 누출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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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J1 엔진 모델
섀시 측 연료 필터
1. 특수 필터 렌치를 사용해 카트리지를 분리
합니다.
2. 침전물 센서를 분리합니다.
3. 새 카트리지에 침전물 센서를 설치합니다.
4. 카트리지가 확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필터
본체의 카트리지 장착면을 청소합니다.
5. 카트리지의 O-링에 엔진 오일을 얇게 도포
합니다.
6. 연료 시스템의 공기빼기가 원활하게 실시되
도록 새 카트리지에 디젤 연료를 주입합니다.

7. O-링이 밀봉 표면에 닿을 때까지 카트리지를
조입니다. 이 작업을 실시할 때는 카트리지에
서 디젤 연료를 흘리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
며 실시하십시오.
8. 특수 필터 렌치를 사용하여 카트리지를
1/3 ~ 2/3바퀴 더 조입니다.

• 연료 필터를 교체한 후에는 엔진을 구동해 필터 주변에 누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연료가
누출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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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K1 엔진 모델
섀시 측 연료 필터
가스켓
홈

카트리지

1. 보울의 하단에서 배출 플러그를 풀어 필터 내
의 연료를 배출합니다.(자체 공기빼기형)
2. 필터 엘리먼트 카트리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푼 다음 필터 헤드에서 분리합니다.
3. 보울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푼 다음 카트리
지에서 분리합니다.
4. 보울의 홈에 새 가스켓을 끼우고 깨끗한 디젤
연료를 얇게 바른 다음 가스켓이 제 위치에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보울을 조입니다.
5. 공기빼기 작업이 쉽도록 새 카트리지를 디젤
연료로 채웁니다.

가스켓
홈

보울
배출 플러그

6. 카트리지 상단의 홈에 새 가스켓을 끼우고 깨
끗한 디젤 연료를 얇게 바른 다음 가스켓이
제 위치에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카트리지를
필터 헤드 안으로 돌려 끼웁니다. 이 작업 시
내부에 있는 디젤 연료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7. 필터 렌치를 사용해 카트리지와 보울을
1/2 ~ 2/3바퀴 조입니다.
(카트리지 및 보울의 기준 조임 토크: 10
N•m)
8. 배출 플러그를 조이고 연료 시스템에서 공
기빼기를 실시합니다. 연료 시스템에서 공
기를 배출하려면 “섀시 측 프라이밍 펌프”
및 “연료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한 후”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조해 따르십시오.

• 연료 필터를 교체한 후에는 엔진을 구동해 필터 주변에 누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연료가
누출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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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필터에서 물 배출
4JJ1 엔진 모델

프라이밍 펌프

1. 플라스틱 호스의 한 쪽 끝을 연료 필터의 하
단에 있는 배출 플러그에 연결하고 호스의 다
른 쪽 끝을 배출되는 액체를 수거할 용기 안
에 넣습니다.
2. 연료 필터의 하단에 있는 배출 플러그를 푼
다음 프라이밍 펌프를 손으로 10 ~ 20회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3. 배출 플러그를 확실히 조인 다음 다시 프라이
밍 펌프를 여러 차례 작동합니다.
4. 엔진 시동을 건 후 배출 파이프에서 연료 누
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경고등이 꺼지는지 확
인합니다.

배출 플러그

• 차체에 묻은 연료를 모두 닦아 냅니다.
•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한 직후에 엔진
시동을 걸면 보통 때보다 좀 더 시간이 소
요됩니다. 10초 안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
시오.
• 배출되는 물에는 연료가 섞여 있습니다.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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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K1 엔진 모델
섀시 측 연료 필터
1. 플라스틱 호스의 한 쪽 끝을 섀시 측 연료 프
리필터(1차 필터)의 하단에 있는 배출 플러
그에 연결하고 호스의 다른 쪽 끝을 배출되
는 액체를 수거할 용기 안에 넣습니다.
2. 배출 플러그를 풉니다. 그러면 플러그를 통
해 물이 배출됩니다. 물이 더 이상 흘러 나오
지 않으면 배출 플러그를 조입니다.
3.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이 켜질 경우
에는 엔진 측 연료 필터에서도 물을 배출합
니다.

배출 플러그

엔진 측 연료 필터
1. 플라스틱 호스의 한 쪽 끝을 엔진 측 연료 필
터의 하단에 있는 배출 플러그에 연결하고
호스의 다른 쪽 끝을 배출되는 액체를 수거
할 용기 안에 넣습니다.

배출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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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플러그를 풀고 손으로 프라이밍 펌프
를 위아래로 10~20회 움직입니다.
3. 배출 플러그를 완전히 조이고 프라이밍 펌
프를 수차례 움직입니다.

프라이밍 펌프

4. 엔진을 시운전해 섀시 측 연료 필터와 엔진
측 연료 필터의 배출 플러그에서 연료가 누
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수분 분리
기(연료 필터) 경고등이 계속 꺼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차체에 묻은 연료를 모두 닦아 냅니다.
• 연료 필터에서 물을 배출한 직후에 엔진 시동을 걸면 보통 때보다 좀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10초 안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 배출되는 물에는 연료가 섞여 있습니다.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에서 물을 자주 배출해야 한다면 ISUZU 딜러에서 연료 탱크 배출 작
업을 받으십시오. 연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를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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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매연 저감장치(DPD)
DPD 점검 및 청소
배기 압력 점검 작업은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ISUZU 딜러에서 실시하십시오. 점검 결과
에 따라 필터 청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기 압력 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면 필터를 청소하고 배
기 차압 센서 고무를 검사합니다.

• DPD의 점검 또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DPD 이상 및 엔진 손상을 초래하거나 연비가 악
화될 수 있습니다. ISUZU 딜러에게 DPD의 점검 및 청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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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주요한 공해 요소는 흑색 연기(매연)로서 이 매연 농도가 20%(과급기(터보
차저) 또는 중간 냉각기(인터쿨러)를 부착한 자동차는 5% 가산적용) 이상일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
(정비명령 및 고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 농도 측정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방법인 무부하 급가속 3모드 매연측정방법
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된 3모드 매연측정 방법으로 매연을 측정하지 않을 경우 배기관 내에 누
적된 탄매(Carbon)가 측정되어 매연 과다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올바른 매연 측정방법을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 무부하 급가속 3모드 매연 측정방법
엔진이 완전히 정상온도에 도달한 후 매연측정기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매연을 측정합니다.
1. 엔진을 잠시 공회전 시킵니다.
2. 매연 측정전 필히 최고 회전속도까지 3회 급가속 합니다.
(이 급가속 과정 중 배기관 내의 탄매가 배출되므로 반드시 급가속을 실시하십시오.)
3. 측정기의 공기를 정화(체류 매연의 청소를 3~4초간 실시)하고 여과지를 설치합니다.
4. 최고 회전속도까지 급가속하여 첫번째 매연을 측정합니다.

※ 매연 농도의 산출 방법
매연측정을 3회 측정한 매연 농도의 평균값(소수점은 사사오입)을 그 차의 매연농도로 합니다.
이 때 3회 측정한 측정치의 최소값의 차이가 5%이상 발생하면 높은 값을 빼고 추가 실시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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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lue®(요소수) 필터
AdBlue®(요소수) 필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체할 때는 ISUZU 순정 필터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AdBlue®(요소수) 필터 교체
ⳓ㉳ゟ㓷
• 요소 SCR 시스템은 시동 스위치가 “LOCK” 위치에 설정된 후에도 약 3분간 계속 작동됩
니다. 3분 이상 기다린 후 검사나 수리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 배출한 AdBlue®(요소수)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할 경우 요소 SCR 시스템에 고
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출한 AdBlue®(요소수)를 폐기할 때는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고압 공기로 청소하지 말고,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내십시오. 공기로 이물질을 불어
AdBlue®(요소수) 배관 안으로 유입되면 요소 SCR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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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방법

공급 모듈

1.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에 놓고 공급
모듈이 작동을 정지할 때까지 3분 이상 기다
립니다.
2. 공급 모듈 아래에 쟁반을 받치고 커버를 풉
니다. 필터 엘리먼트와 이퀄라이징 엘리먼
트를 함께 빼냅니다.
3. 새 필터 엘리먼트와 이퀄라이징 엘리먼트를
장착합니다.
4. 커버를 닫습니다.
AdBlue®(요소수) 필터 커버 조임 토크

AdBlue®(요소수) 탱크
공급 모듈

이퀄라이징 엘리먼트
커버

필터 엘리먼트

20 - 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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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관련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 브레이크

7-74

● 주차 브레이크

7-82

●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7-84

● 디스크 브레이크

7-85

● 휠 및 타이어

7-87

● 타이어 로테이션

7-95

● 타이어 교체

7-97

● 예비 타이어

7-107

● 방향성 타이어

7-109

● 클러치

M/T

7-110

● 변속기 오일

7-115

● Smoother 클러치 오일

7-118

● 리어 액슬 디퍼런셜 기어 오일

7-123

● 조향핸들

7-125

● 파워 스티어링 오일

7-126

● 허브 베어링 그리스

7-129

● 섀시 구성품에 그리스 도포

7-130

7-74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량 점검
운전석 측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있는 검사 커버를
손가락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보조 탱크 내의 오
일 수위가 “최대” 라인과 “보충” 라인 사이에 있는
지 확인합니다.
“최대” 라인
“보충” 라인

오일 표면을 쉽게 볼 수 없다면 차량을 가볍게 흔
들어 봅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충
검사용 커버

브레이크 오일 수위가 “보충” 라인 아래로 떨어졌
다면 캡을 분리하고 오일을 주입합니다. 오일을
“최대” 라인 이상까지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오일을 보충한 후 캡을 확실히 조입니다.

• 오일을 탱크에 주입할 때는 이물질과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시스템에 이물질
이나 물이 유입되면 차량의 제동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브레이크 오일을 검사 및 교체하십시오.
•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할 때는 비석유 기반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 도장면에 브레이크 오일을 흘리거나 피부에 브레이크 오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오일을 도장면에 흘렸거나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고 즉시 부위를 깨끗
하게 닦아 내십시오.
• 브레이크 오일은 쉽게 수분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보관 시 용기를 확실히 닫아야 합니다.
• 규정된 브레이크 오일을 다른 브랜드의 오일과 혼합하지 마십시오.
• 브레이크 오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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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유압 시스템 공기빼기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에 공기가 있으면 브레이크 작동에 악영향이 미칩니다. 탱크 내의 브레이크 오
일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이거나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 시 브레이크 배관을 분리한 상태에서 브
레이크를 사용한 경우 시스템 공기빼기를 실시하십시오. 직접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십시오.

• 브레이크 시스템의 공기빼기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을 고른 평지에 주차하고 휠에
고임목을 받치십시오.
• 브레이크 오일은 쉽게 수분을 흡수하므로 점검, 보충 또는 보관 시 오일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일에 수분이 유입되면 오일의 끓는 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험한 문제인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합니다.
•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및 기타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과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오
일로 브레이크 오일이 오염되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고 브레이크 시스템 구성품이 손상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오일은 도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비닐 및 고무 등의 차량 구성품 소재를 녹입니다.
또한 금속에 대해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흘린 경우에는 즉시 해당 표면을 닦아내고 물로
표면을 철저하게 씻어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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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겁니다.

• 공기빼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퓨즈박스
에서 ABS 퓨즈(10A)를 분리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기빼기 작
업을 완전하게 실시할 수 없고 ABS 구성
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공기빼기 작업
을 완료하고 나면 ABS 퓨즈(10A)를 원래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ABS 퓨즈
2. 엔진 시동을 걸고 공회전 시키십시오.

• 공기빼기 작업 시 엔진을 구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부스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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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서 캡을 분리한 다음
탱크의 “최대” 라인까지 브레이크 오일을 보
충합니다.
필요 시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해 공기빼기
작업 시 이 오일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최대” 라인
“보충” 라인

검사용 커버

4.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브레이크 유압 시스
템 부품에서 하나씩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
하십시오.
우측 조향핸들 차량:
좌측 후방 휠 → 우측 후방 휠 → 좌측 전방
휠 → 우측 전방 휠
좌측 조향핸들 차량:
우측 후방 휠 → 좌측 후방 휠 → 우측 전방
휠 → 좌측 전방 휠
5. 공기빼기 나사(1)에서 고무 캡을 빼냅니다.
공기빼기 나사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비닐
튜브의 한쪽 끝을 공기빼기 나사에 부착하
고 다른쪽 끝을 투명 용기 안에 넣습니다. 용
기를 브레이크 오일로 용량의 약 1/3 정도까
지 채웁니다.

6. 브레이크 페달을 몇 번 밟고 밟은 상태를 유
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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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기빼기 나사를 풀어 기포가 함유된 브레
이크 오일이 용기 안으로 흐르도록 한 다음
즉시 공기빼기 나사를 조입니다.

8. 브레이크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뗍니다.

“최대” 라인
“보충” 라인

검사용 커버

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에 더 이상 기포
가 없을 때까지 6단계와 7단계를 반복합니
다. 공기빼기 작업 후 제 자리에 고무 캡을
설치합니다.

•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브레이크
오일 탱크 안의 오일 수위가 “보충”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 공기빼기 작업 시 엔진을 구동하지 않으
면 브레이크 부스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
9. 각 휠에서 공기빼기 작업을 마친 후에는 브
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
등이 켜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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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자유 유격)
엔진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약 10
회 밟은 다음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손으로 브레
이크 페달을 가볍게 눌러 자유 유격이 있는지 점
검합니다.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1분 이상 기다
립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페달과
바닥 사이의 간격(즉, 브레이크 페달 브라켓과 브
레이크 페달 암 사이의 거리)을 측정합니다.

자유 유격

자유 유격(페달 끝에서 측정)
5 - 10 mm
바닥과의 간격

브레이크
페달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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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페달에 490 N(50 kgf/110 lb)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브라켓 사이의 간격
GVM: 3,500 kg

35 mm 이상

GVM: 5,500 kg

25 mm 이상

GVM: 6,500 kg
GVM: 7,500 kg

45 mm 이상

ⳓ㉳ゟ㓷
•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은 후 이 간격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페달이 스폰지같이 느껴질
경우에는 브레이크 유압 회로에 공기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정상 주행 또는 제동 시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삐걱대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
인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패드 마모
브레이크 패드가 곧 완전히 마모될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모래, 돌 또는 진흙이 묻음
모래, 돌 또는 진흙이 브레이크에 묻어 있으면 회전하는 구성품과 접촉 시 끽 소리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차를 통해 들러 붙어 있는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십시
오. 청소만으로는 끽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으십시오.

• 페달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점검하려면 엔진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몇 차례 밟은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으로 눌러 간격을 측정하십시오. 페달을 연속으로 두 세 차례 누르고
나면 간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유격을 점검하기 전에 엔진 시동을 끄고 페달을 연속으로 4~5회 밟
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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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성능
건조한 도로에서 차량을 서서히 구동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되며 차
량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브레이크 성능 점검은 가시성이 좋은 넓은 도로에서 후방과 주변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면
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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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
검사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래칫 플레이트 노치에 걸리
면서 발생하는 찰칵하는 소리를 세면서 레버가 완
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서서히 당겨 올바른 양만큼
올라가는지 확실히 고정되는지 확인 합니다. 노치
의 수가 아래의 표준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면
표준치로 조정합니다. 또한 건조한 경사로에서 주
차 브레이크가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레버 스트로크
노치 6 ~ 8개
*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해제 위치에서 약 147 N
의 당기는 힘으로 서서히 당길 경우 주차 브레이
크가 걸리기 전까지 노치의 수.

조정
1. 수평인 평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전방 휠의
앞과 뒤에 고임목을 받쳐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풉
니다.

브레이크 드럼

2. 캡 안에서 주차 브레이크 레버 케이블 조정
너트를 풉니다.

커버
조정 구멍

3. 변속기가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후방 휠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잭으로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4. 올린 차량을 잭 스탠드로 지지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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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차량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잭 스탠드로 확실히 지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드럼

6. 스크루드라이버를 조정 구멍으로 넣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정 휠을 위로
돌립니다.

조정 휠
브레이크 라이닝
스크루드라이버
배킹 플레이트

5. 주차 브레이크 드럼을 돌려 조정 구멍이 완
전히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조정 구멍 커버
를 분리하고 드럼을 돌려 구멍을 조정 휠의
위치와 맞춥니다.

브레이크 슈
확장 방향

7. 이 때 조정 휠을 아래에 나와 있는 톱니 수
만큼 되돌립니다. 조정 후 조정 구멍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정 휠을
되돌려야 하는 톱니 수

주차 브레이크
드럼-라이닝 간격

MZZ

톱니 8개

0.23 mm

MYY

톱니 30개

0.75 mm

변속기 모델

8. 잠금 너트를 풉니다.
9. 주차 브레이크 레버의 스트로크가 아래의
표준치 범위 내의 노치 수로 조정될 때까지
조정 너트를 돌립니다. 조정 후 잠금 너트를
확실히 조입니다.
레버 스트로크
조정 너트
잠금 너트

노치 6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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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검사
조향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좌측
전방 브레이크 호스와 파이프를 육안 및 촉감으로
점검해 흠집, 균열 및 불룩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또한 호스와 파이프가 섀시 부품이나 휠
과 간섭되지 않으며 이음부에 누출이 없고 어떠한
유형의 손상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우측 전방 브
레이크 호스와 파이프를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합
니다. 후방 좌우 브레이크 호스와 파이프도 점검
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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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가 사용 한계를 넘어 마모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구성품
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패드가 한계 이상으로 마모된 상태에서 주행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패드가 과
도하게 마모되면 브레이크 구성품에 고장이 발생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매우 위
험합니다.

ⳓ㉳ゟ㓷
• 패드에는 마모 표시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표시기에서 끽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패드가 사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시기에서 끽하는 소음이 들린다면 인근 ISUZU 딜
러에 문의해 검사 또는 교체를 받으십시오.

브레이크 로터 및 패드의 마모 여부 점검
분리
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휠에 고임목
을 받칩니다.
2. 휠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차량
을 들어올립니다.
3. 올린 차량을 잭 스탠드로 지지합니다.
4. 휠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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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드와 로터를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패
드 두께, 로터 두께 및 로터 흔들림을 측정합
니다.

패드 두께

로터 두께

로터 두께

패드 두께

브레이크 크기
(지름 x 두께)

표준치

Ø265 × 35 mm

35.0 mm

33.0 mm

14.0 mm

1.0 mm

Ø275 × 30 mm

30.0 mm

28.0 mm

14.0 mm

1.0 mm

Ø293 × 40 mm

40.0 mm

37.0 mm

13.0 mm

1.0 mm

Ø310 × 42 mm

42.0 mm

39.0 mm

13.0 mm

1.0 mm

사용 한계

표준치

사용 한계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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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및 타이어
휠은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차량에서 휠이 떨어져 나가면 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휠과 타이
어를 매일 점검해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하고 안전한 상태이지 않은 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 휠 볼트, 휠 너트 또는 디스크 휠을 점검했을 때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면 차량을 주행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좌측 휠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면 유사한 결함이 있는지 우측 휠을 주의깊게 점검
하십시오. 휠 하나에 결함이 있으면 다른 휠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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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점검
공기 압력
타이어 공기 압력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승
차감에 영향을 주거나 화물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조기 마모, 타이어
구멍 또는 타이어 파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 압력 라벨

•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측정할 때는 적합한 타
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공
기 압력은 타이어가 차가울 때나 차량을 주행
하기 전에 측정해야 합니다.(타이어 공기 압
력은 주행 후 약 10% 상승합니다.)
• 타이어 공기 압력은 차량 모델과 타이어 크기
에 따라 다릅니다. 타이어 공기 압력 라벨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석 도어
입구 프레임에 부착된 공기 압력 라벨을 참조
하고, 공기 압력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이어 공기
압력 표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명시된 주기
마다 타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하여 예비용
타이어의 공기 압력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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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규격 및 타이어 공기 압력
차량 모델

타이어 규격

타이어 공기 압력(kPa)

전방

후방

전방

후방

NPR75H

215/75R17.5

215/75R17.5

600

600

NPR75K

215/75R17.5

215/75R17.5

600

600

NPR75M

215/75R17.5

215/75R17.5

600

600

205/75R16C

205/75R16C

475

475

215/75R16C

215/75R16C

525

525

215/75R17.5

215/75R17.5

600

600

NPR85H

NPR85K
NPR85M

215/75R16C

215/75R16C

525

525

215/75R17.5

215/75R17.5

600

600

215/75R17.5

215/75R17.5

6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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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경우에는 타이어가 쉽게 미끄러지고
심지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파열될 경우 타이어가 연소되어 차량 화재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바람이 빠진 타이어로 주행하면 휠 볼트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집니
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는 볼트가 부러질 수 있고 휠이 차량에서 떨어져나가 사고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도하게 높으면
승차감이 거칠어지고 수화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
하면 열이 발생하여 파열될 수 있습니다.
항상 차량의 타이어를 표준 공기 압력으
로 맞춰 유지하십시오.
• 이중 타이어 후방 휠 모델의 경우에는 전
방 휠의 휠 너트 커버를 스텝으로 사용해
서는 안 됩니다. 밟고 올라서지 마십시오.

ⳓ㉳ゟ㓷
• 이중 타이어 휠의 안쪽 타이어와 바깥쪽 타이어는 공기 압력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이중 휠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편평비 70% 또는 75%)
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상 타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해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점검하십시오.
• 차량에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이중 휠의 내측 타이어 공기 압력을 점검할 때는
내측 타이어 밸브에 부착된 연장부에 표준 타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하거나 특수 공기 압
력계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점검이 수월해집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측벽면

내측 타이어와 외측
타이어 사이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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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및 기타 손상
각 타이어의 트레드와 측벽면을 점검해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트레드의
홈에 못이나 기타 금속 조각이 박혀 있는지 확인
하고 이중 타이어 휠의 내측 타이어와 외측 타이
어 사이의 틈에 자갈이 박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ⳓ㉳ゟ㓷
트레드

• 타이어를 점검할 때는 공기 압력 부족,
트레드 홈에 박힌 자갈이나 못, 타이어
표면의 균열 또는 기타 손상, 불균일한
마모, 이중 휠 타이어의 타이어 사이 틈
에 박힌 자갈의 여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
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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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 깊이 및 비정상적 마모
트레드 마모 표시기 위치 표시(예시)

트레드 마모 표시기(예시)

러그 패턴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면 주행하는 도중에 구멍
이 나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트
레드 마모 표시기가 트레드 위에 나와 있는지 확
인하고 깊이 게이지로 전체 트레드의 깊이를 점검
해 홈이 규정된 깊이보다 깊은지 확인합니다.
트레드 마모 표시기가 나와 있는 타이어는 교체해
야 합니다. 또한 타이어에 불균일 또는 비정상적
인 마모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립 패턴

• 트레드 홈이 과도하게 얕은 타이어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고 고속 주행 시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이드로플래닝은 차량이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
성되어 타이어가 수막 위를 떠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는 하이드로플리닝 현상으
로 인해 정확하게 차량을 조향할 수 없고 브레이크 페달로 차량을 감속할 수 없게 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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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설치 상태의 육안 점검
풀린 너트

너무 많이 돌출된
볼트 끝부분

각 디스크 휠의 설치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1. 누락된 휠 볼트 및 휠 너트가 없는지 점검합
니다.
2. 각 디스크 휠을 점검해 휠 볼트나 너트에서
녹물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디스크
휠에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합
니다.

균열

너트 없음
녹이 슨 부분

3. 각 휠 볼트의 끝이 휠 너트에서 적당한 길이
로 돌출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돌출부가
해당 휠과 모든 휠의 전체 볼트에서 균일해
야 합니다.

부러진 볼트
• 휠 설치 상태가 비정상적이면 휠 너트의
이완이나 누락 및/또는 휠 볼트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용 망치를 이용한 휠 설치 상태 점검
손가락을 각 휠 너트의 하단에 대고 너트의 평평
한 부위를 검사용 망치나 소형 망치로 조이는 방
향으로 두드립니다.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다른 너트와 다르거
나 울리는 소리가 명료하지 않으면 너트나 볼트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검사 시 휠 너트와 볼트의 상태가 비
정상적임을 감지한 경우에는 너트가 헐
겁거나 볼트가 부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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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타이어 공기 압력
예비용 타이어의 공기 압력은 표준 압력보다 좀
더 높게 유지합니다. 사용할 때는 압력을 정확하
게 조정합니다.
타이어는 주행 중에 뜨거워지며 그에 따라 공기
압력이 상승합니다.
공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주행 직후까지 기다려
야 한다면 표준 압력에 약 20 kPa을 더해 조정 시
목표 압력을 결정합니다.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의 사용
215/85R16
(표준 타이어)
205/75R16
(저편평비 타이어)

트럭 모델용 저편평비 타이어(편평비 70% 또는
75%)는 표준 타이어보다 공기량이 20% ~ 30%
작습니다. 따라서 저편평비 타이어에서 공기가 누
출되기 시작하면 표준 타이어보다 훨씬 빠르게 차
량 작동에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저편평비 타
이어의 공기 압력은 표준 타이어보다 자주 타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해 점검하십시오.

장기간 사용한 타이어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고무는 시간이
지나면서(예비용 타이어처럼 림에 끼워 보관된 상
태라 하더라도) 노화에 의해 서서히 특성이 변합
니다. 타이어를 최대 5 ~ 7년 간 사용한 후 계속
사용하려면 노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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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로테이션

• 디스크 휠을 분리할 때마다 휠 볼트, 휠 너트 및 디스크 휠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는지 점
검하십시오.
• 휠 볼트, 휠 너트 또는 디스크 휠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된다면 휠을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차량에 회전 방향이 지정된 특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타
이어에는 측면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큰 화살표는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나타
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타이어와 디스크 휠로 구성된 휠 조립품을 설치할 때는 큰 화살표가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치하십시오.(측정 시 트레드 깊이가 5 mm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작은 화살표가 가리키도록 조립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
다. 홈 네 개 중 중앙의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해 깊이 게이지로 트레드 깊이를 점검하면 됩
니다.)
다른 위치에 장착된 타이어는 서로 다르게 마모됩니다. 타이어가 균일하게 마모되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차량에서 타이어 위치를 교환해야 합니다.
동일한 액슬에는 동일한 유형의 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액슬에 다른 유형의 타이어를 설
치하면 브레이크 작동 시 차량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신품 타이어는 사용한 타이어보다 좀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마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하가 적은
프런트 액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중 타이어 휠의 안쪽 타이어와 바깥쪽 타이어의 직경이 다르다면, 직경이 작은 타이어를 안쪽에
설치합니다.
이중 타이어 휠의 타이어 직경 차이값이 아래의 표에 지정된 한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계를 초
과할 경우 타이어가 더욱 빠르게 마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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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휠 모델]

[후방에 예비용 타이어가 보관된 모델]

[측면에 예비용 타이어가 보관된 모델]

• 프런트 액슬과 리어 액슬에 규격이 다른 타이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프런트 액슬과 리어 액슬
의 타이어를 서로 교환하지 마십시오. 교환하면 한계를 넘어선 부하가 타이어에 가해지고 그
결과 타이어와 디스크 휠이 과도한 부하로 인해 파손되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허용 직경차
레이디얼 타이어

6 mm 이내

ⳓ㉳ゟ㓷
•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 초기 안착 과정에 의해 휠 너트의 조임 토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
다. 타이어 교체 후 50 ~ 100 km의 거리를 주행하고 나서 본 장의 “휠 너트 재조임” 단원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규정 토크로 휠 너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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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
타이어는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단단한 평지에
서 교체합니다.

전방 휠
L 또는 R
L 또는 R

후방 휠
L 또는 R

L 또는 R

우측 휠의 볼트나 너트는 모두 “R” 또는 “
“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휠의 볼트나 너트는 모두 “L”
또는 “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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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타이어 교체를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 차량이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
• 평평하고 단단한 평지
• 안전하게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장소
도로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비상 경고등과 삼
각 정지 표지판을 사용해 도로에 이 차량이 있음
을 다른 차량에게 경고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레버를 완전히 겁니다. 교체할 타
이어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휠의 앞뒤에 고임목
(또는 돌, 목판 등)을 고입니다.(예: 우측 후방 휠
을 교체할 때는 좌측 전방 휠에 고임목을 고입니
다.) 동승객을 차량에서 하차시킵니다.

• 지정된 규격이며 교체하려는 타이어와 트레드 패턴이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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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분리

• 차량을 들어올리기 전에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휠에 고임목을 고이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만 걸면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데 부족합니다. 후방 휠이 잭으로 들려지면
주차 브레이크만으로 정차된 상태의 차량이 움직여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휠을 잭으로 올리는 동안 절대 도어를 열거나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차량 하부를 살
피려하거나 차량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 잭이 풀려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분리한 예비용 타이어를 차량 아래의 잭 부근에 받
쳐 두십시오.

• 휠은 무겁습니다. 휠을 분리 및 설치할 때는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취급하십시오.
• 차량을 정지한 직후에는 배기관을 만지지 마십시오. 매우 뜨겁습니다. DPD(디젤 매연 저감
장치) 재생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배기 온도가 매우 높으므로 타이어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겁니다. 전방 휠을
교체할 때는 전방 휠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
는 후방 휠에 고임목을 고입니다. 후방 휠을
교체할 때는 후방 휠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
는 전방 휠에 고임목을 고입니다.
2. 잭을 사용할 지점에 잭의 머리 부분을 확실
히 댑니다.
3. 타이어가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휠 너트 렌치 핸들

4. 휠이 제 자리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만 휠 너트 렌치를 사용하여 휠 너트를 풉니
다. 아직 휠 너트를 빼지 마십시오.

• 휠 너트를 너무 많이 풀지 마십시오. 휠 볼
트가 손상됩니다.
휠 너트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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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이어가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지도록 차량
을 잭으로 올립니다.

조이기
풀기
오른쪽 휠: 우나사 휠 너트

풀기
조이기
왼쪽 휠: 좌나사 휠 너트

6. 풀었던 휠 너트를 모두 분리한 다음 휠을 분
리합니다.
휠 볼트의 나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휠을 분리합니다.
7. 이중 후방 휠 중 하나를 분리할 때는 먼저 바
깥쪽 휠의 휠 너트를 분리해 해당 휠을 분리
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을 내리고 안쪽 휠 너
트를 풉니다.
8. 차량을 다시 들어올린 다음 안쪽 휠을 분리
합니다.
9. 디스크 휠의 변형과 균열 등의 손상 여부, 허
브의 디스크 휠 장착면의 과도한 마모 여부,
휠 볼트와 너트의 나사산 손상 여부를 점검
합니다. 이 부품들 중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면 다른 부품도 점검하고 결함이 있
는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휠 설치

• 디스크 휠, 휠 볼트 또는 휠 너트가 비정상적인 상태이면 나중에 부러져 주행하는 도중에
차량에서 휠이 떨어져나갈 수 있습니다.
• 디스크 휠의 접합면, 휠 너트 안착면(테이퍼형 표면) 및 허브 장착면을 새로 도장하지 마십
시오. 도장이 두꺼우면 휠 볼트가 풀리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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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만 휠을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휠이 잘못 설
치되어 차량의 작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허브 장착면이나 휠 간 접합면에서 진흙과 녹을 제거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운전하는 도중
에 휠이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장식 구멍 주변의 균열

용접부의 균열

1. 디스크 휠에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볼트 구멍과 장식 구멍 주변의 균열 또는
기타 손상
• 휠 너트 안착면(테이퍼형 표면)의 균열이
나 기타 손상 또는 마모
• 용접부의 균열 또는 기타 손상
• 허브 장착면 또는 휠 간 접합면의 마모나
기타 손상

허브 장착면(또는 휠
접합면)의 마모

휠 너트 안착면의 마모
휠 너트 안착면의 균열

2. 휠 볼트와 휠 너트에서 다음 사항을 점검합
니다.
• 균열이나 기타 손상

휠 볼트

• 볼트 늘어남 또는 과도한 녹 발생
휠 접합면(평평한 부위)

내측 휠 너트
휠 너트 접합면

• 으깨졌거나, 얇아졌거나 고착된 나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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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볼트 및 너트에서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사산에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또는 파워 스티
어링 오일을 얇게 바른 다음 볼트에 대고 너트를 조입니다. 너트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다
면 나사산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 나사산에 결함이 있다면 휠 볼트와 휠 너트를 함께 교체합니다.
• 휠 볼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해당 휠의 휠 볼트와 휠 너트를 모두 교체합니다.
3. 장착면, 허브 장착면이나 휠 간 접합면, 디스
크 휠의 휠 너트 안착면(테이퍼형 표면) 및
휠 볼트와 너트의 나사산에서 녹, 먼지 및 진
흙을 제거합니다.

• 디스크 휠을 청소해 장착면, 허브 장착면
또는 휠 간 접합면에서 이물질과 녹을 제
거합니다. 또한 각 너트의 테이퍼형 부위
도 청소합니다. 이물질과 녹을 제거하지
않고 휠 너트를 조이면 휠 너트가 나중에
풀려 운전하는 도중에 휠이 차량에서 떨
어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타이어 에어 밸브

타이어 에어 밸브

4. 디스크 휠의 볼트 구멍을 휠 볼트에 맞춘 상
태로 휠을 설치합니다.
후방 휠을 설치할 때는 바깥쪽 휠의 타이어 공
기 밸브가 안쪽 휠의 타이어 공기 밸브와 180
도 떨어지게 배치해 안쪽 타이어와 바깥쪽 타
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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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휠 너트를 디스크 휠의 너트 안착면에 닿을
때까지 손으로 조인 다음 휠이 헐겁지 않게 제
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휠 너트를 모두 손으로
조입니다. 휠 너트의 테이퍼형 선단이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6. 잭의 공기빼기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차량을 서서히 내립니다.

휠 너트 조임 순서
좌측 타이어

3

5

1

우측 타이어

4

2

너트가 5개인 휠
좌측 타이어

3

1

5

6
2

7. 휠 너트를 대각선 순서대로 두 세번에 나누어
조입니다. 후방 휠을 설치할 때는 안쪽 휠의
너트를 먼저 조인 다음 바깥쪽 휠의 너트를 조
입니다.

4

너트가 6개인 휠

우측 타이어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임팩트 렌치
에서는 휠 너트 체결에 규정된 최대 토크
보다 높은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
팩트 렌치로 휠 너트를 조이면 휠 볼트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임팩트 렌치를 사용
하기 전에 발생하는 토크가 규정치에 부
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임팩트 렌치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공
기 압력 조절기를 조정하고 체결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로, 토크 렌치
를 사용해 규정 토크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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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휠 너트
를 모두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후방 바깥쪽
휠만 교체할 때도 후방 바깥쪽 휠의 너트를
조이기 전에 후반 안쪽 휠의 너트를 조여야
합니다.

전방 휠 너트

후방 휠 너트

모델
또는 사양

조임 토크

수량

조임 토크

수량

단일 타이어

140 - 200 N•m

6

140 - 200 N•m

6

이중 타이어

450 - 550 N•m

5 또는 6

450 - 550 N•m

5 또는 6

ⳓ㉳ゟ㓷
• 타이어를 교체한 후 조향핸들을 양방향으로 돌려 휠이 주변 구성품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
합니다.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 초기 안착 과정에 의해 휠 너트의 조임 토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
다. 타이어 교체 후 50 ~ 100 km의 거리를 주행하고 나서 본 장의 “휠 너트 재조임” 단원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규정 토크로 휠 너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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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너트 재조임
휠 너트를 점검해 토크 렌치를 사용해 규정 토크로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휠 너트가 느슨한지 확인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위치를 교환하고 나면 초기
안착 과정에 의해 휠 너트의 조임 토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0 ~ 100 km(31 ~ 62 마일) 주행
후에는 휠 너트를 규정 토크로 다시 조이십시오.

전방 휠 너트

모델
또는 사양

조임 토크

단일 타이어
이중 타이어

후방 휠 너트
수량

조임 토크

수량

140 - 200 N•m

6

140 - 200 N•m

6

450 - 550 N•m

5 또는 6

450 - 550 N•m

5 또는 6

단일 타이어
휠 너트를 조임 방향으로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좌측 후방 이중 타이어 휠의
너트 재조임
이중 타이어
1. 휠 볼트의 너트 중에서 바깥쪽 휠 너트를 풉
니다.

안쪽 너트

바깥쪽 너트
2. 동일한 휠의 안쪽 휠 너트를 규정 토크로 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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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바깥쪽 휠 너트를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 다시 너트를 조여도 빈번하게 풀리는 등 휠 너트에서 비정상적인 조건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또는 정비받으십시오.

• 너트를 규정 토크로 조일 수 있도록 휠 렌치를 휠 너트에 완전히 결합하십시오. 그러나 파이
프를 핸들 확장용으로 사용하거나 발로 렌치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트가 필요
이상으로 조여져 구성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휠 너트가 부족하게 조여지거나 과도하게 조여지면 휠 볼트가 부러지거나 디스크 휠에 균열
이 발생해 휠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조임 토크를 준수하십시오.
•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할 때는 교체한 타이어와 유형과 규격이 동일한 타이어만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행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 유형 또는 여
러 규격의 타이어를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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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타이어
분리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와 크랭크 핸들을 함께 조립해 막대를 예비용 타이어 캐리어의 구멍에 끼
운 다음 크랭크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예비용 타이어를 분리합니다.

프레임 후방에 보관되는 예비용 타이어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차량 전방

전방

타이어 내림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

프레임 측면에 보관되는 예비용 타이어
타이어 올림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

타이어
내림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타이어
내림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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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공간

타이어 올림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크랭크 핸들

차량 전방

그림과 같이 디스크 휠의 볼록한 쪽이 위를 향하
게 해 예비용 타이어를 보관합니다. 체인 끝에 있
는 플레이트를 디스크 휠 중앙 구멍에 끼운 다음,
체인을 위로 감기 전에 위치를 조정해 예비용 타
이어와 확실히 결합되도록 합니다.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

• 체인을 꼬인 채로 감으면 구동 시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헐거워져 타이어가 떨어질 수 있으
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캐리어에 타이어를 보관한 후에는 타이어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구동 시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타이어가 헐거워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매
우 위험합니다.

ⳓ㉳ゟ㓷
• 예비용 타이어 분리용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체인을 완전히 감고, 크랭크 핸들에 196 N
이상의 힘을 손으로 가한 다음 예비용 타이어가 제 자리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 예비용 타이어를 보관한 후 타이어를 발로 강하게 눌러 느슨하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타이
어가 느슨하다면 캐리어에 브라켓이나 행거 플레이트가 구부러진 등의 결함이 없는지 확
인한 후 다시 조이십시오. 캐리어 안의 타이어를 다시 조일 수 없다면 차량을 주행하지 말
고 인근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공기 압력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명시된 주기마다 타이어 공기 압력계를 사용하여 예비용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점검하십시오.
예비용 타이어에 공기를 정상 압력으로 주입하면 누기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이 손실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압력보다 좀 더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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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타이어
차량에 회전 방향이 지정된 특수 타이어가 장착되
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타이어에
는 측면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큰 화살
표는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러
한 유형의 타이어와 디스크 휠로 구성된 휠 조립
품을 설치할 때는 큰 화살표가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치하십시오.

• 방향성 타이어를 설치하기 전에 화살표가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가리키고 있도록 합니다.

• 측정 시 트레드 깊이가 5 mm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 전진 시 회전 방향을 작은 화살표가
가리키도록 조립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홈 네 개 중 중앙의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해 깊
이 게이지로 트레드 깊이를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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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M/T

• 과부하 시에는 클러치 슬립이나 빠른 마모 등 클러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 오일 탱크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공통입니다.

클러치 오일

• 탱크에 클러치 오일을 보충할 때는 먼지나 물이 탱크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먼지
나 물은 클러치 작동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도장면에 클러치 오일을 흘리거나 피부에 클러치 오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클러치
오일을 도장면에 흘렸거나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고 즉시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
내십시오.
• 지정된 클러치 오일만 사용하고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 클러치 오일은 쉽게 수분을 흡수합니다. 보관할 때는 보관 용기의 뚜껑을 확실히 닫으십시오.
• 클러치 오일을 다른 상표의 오일과 섞지 마십시오.
• 클러치 오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클러치 시스템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
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인근 ISUZU 딜러에서 차량을 검사 받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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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오일량 점검
운전석 측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있는 검사 커버를
손가락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보조 탱크 내의 오일 수위가 “최대” 라인과 “보충”
라인 사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대" 라인
"보충" 라인

오일 표면을 쉽게 볼 수 없다면 차량을 가볍게 흔
들어 봅니다.

검사용 커버

클러치 오일 보충
클러치 오일 수위가 “보충” 라인 아래로 떨어졌다면 클러치 오일 탱크 캡을 분리하고 오일을 주입합
니다. 지정된 클러치 오일을 “최대” 라인까지 보충합니다.

• 탱크에 오일을 보충하기 전에 캡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긴 클러치 오일을 주입합
니다. 탱크에 이물질이 유입되면 클러치 시스템 고장을 초래합니다.
• 클러치 오일은 도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비닐 및 고무 등의 차량 구성품 소재를 녹입니다. 또
한 금속에 대해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흘린 경우에는 흘린 부위를 즉시 깨끗하게 닦거나
물로 씻어내십시오.
• 클러치 오일을 지정되지 않은 상표의 오일과 섞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상표의 오일을 섞으면
화학 반응으로 인해 클러치 시스템의 고장을 초래합니다.

클러치 오일 교체
클러치 오일은 지정된 오일을 사용해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클러치 오일을
교체할 때는 관련 구성품을 작동해야 하므로 ISUZU 딜러에서 이 정비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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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유압 시스템 공기빼기
클러치 유압 시스템에 공기가 있으면 클러치가 불완전하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탱크 내의 클러치
오일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이거나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 시 클러치 배관을 분리한 상태에서 클
러치를 사용한 경우 시스템 공기빼기를 실시하십시오. 직접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십시오.
1. 휠에 고임목을 고이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
실히 겁니다.
2. 클러치 오일 탱크 내의 클러치 오일량을 점
검하고 필요한대로 오일을 보충합니다.
3. 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의 공기빼기 나사에
서 고무 캡을 빼냅니다. 공기빼기 나사를 깨
끗하게 닦습니다.

4. 비닐 튜브의 한쪽 끝을 공기빼기 나사에 부
착하고 다른쪽 끝을 투명 용기 안에 넣습니
다. 용기를 클러치 오일로 용량의 약 1/3 정
도까지 채웁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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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러치 페달을 몇 번 밟고 밟은 상태를 유지
합니다.
6. 공기빼기 나사를 풀어 기포가 함유된 클러
치 오일이 용기 안으로 흐르도록 한 다음 즉
시 공기빼기 나사를 조입니다.
7. 클러치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뗍니다.
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에 더 이상 기포
가 없을 때까지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합니
다. 공기빼기 작업 후 제 자리에 고무 캡을
설치합니다.
고정
•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클러치
오일 탱크 안의 오일 수위가 “보충”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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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페달

클러치 디스크는 클러치가 사용되면서 마모되어 클러치 페달의 자유 유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클러
치 페달 유격이 줄어든 상태에서 클러치를 계속 사용하면 클러치 슬립이 쉽게 발생합니다. 반면 페
달 자유 유격이 과도하면 클러치 해제 성능이 불량해 기어 변속이 어려워집니다.

클러치 페달 점검
1.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클러치 페
달을 손으로 가볍게 누릅니다. 페달이 이 지
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자유 유격입니다.
유격
15 - 25 mm
자유 유격

클러치 결합 직전의 페달 위치

2.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완전히 당겨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엔진 시동을 걸고 공회전시킨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3. 기어 변속 레버를 1단 위치로 옮긴 다음 페
달에서 발을 서서히 뗍니다. 끝까지 밟은 위
치에서 클러치가 결합되기 직전의 위치까지
의 거리가 20 mm 이상이면 클러치 페달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클러치가
슬립 없이 부드럽게 결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끝까지 밟은 페달 위치

ⳓ㉳ゟ㓷
• 차량이 급출발하지 않도록 클러치 페달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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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오일
변속기 오일은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차량에 Smoother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Smoother 클러치 오일의 수위 점검과 교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ⳓ㉳ゟ㓷
• 변속기 오일을 교체할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오일량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일을 교체
하고 난 후에는 오일량이 필요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출한 오일은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교체 시 변속기 오일량
오일량[기준치]
변속기 모델

PTO 미장착

PTO 장착

MYY5A

5단

2.8리터

3.1리터

MYY6S

6단

3.5리터

3.8리터

MZZ6F

6단

4.4리터

5.3리터

• 변속기 모델은 ID 플레이트에 옵션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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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량 점검
수위 플러그

1. 오일 수위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2. 오일 수위가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자리에 오는지 점검합니다. 올바른 오
일 수위 범위는 수위 플러그 구멍의 하단에
서부터 아래로 0 ~ 10 mm 범위에 해당됩
니다.

전방

오일 수위가 너무 낮다면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을 통해 오일을 보충합니다.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
오일 표면
오일 수위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
자리)

3. 오일 수위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또한 변속기 오일 누출이 있는지 여부도 점
검합니다.
오일 수위 플러그 조임 토크
39 N•m

ⳓ㉳ゟ㓷
• 플러그는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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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교체
수위 플러그
전방

2. 오일 수위 플러그와 배출 플러그를 모두 분
리해 오일을 용기에 배출합니다.

배출 플러그
(MYY 변속기)

배출 플러그
(MYY6S/MZZ 변속기)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

오일 표면

1. 배출 플러그 아래에 오일을 수거할 용기를
받칩니다.

오일 수위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
자리)

3. 배출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 설치한 후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을 통해 구멍의 하단
가장자리까지 새 오일을 주입해 변속기를
채웁니다.
배출 플러그 조임 토크
39 N•m

ⳓ㉳ゟ㓷
• 플러그는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4. 보충 후 오일 수위가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
의 하단 가장자리에 오는지 확인합니다.
5. 오일 수위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 설치
합니다. 변속기 오일 누출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일 수위 플러그 조임 토크
39 N•m

ⳓ㉳ゟ㓷
• 플러그는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ⳓ㉳ゟ㓷
• 변속기 케이스는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오일 수위 플러그와 배출 플러그를 설치할 때
과도하게 큰 토크로 조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나사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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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er 클러치 오일

차량에 Smooth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속기 오일과 더불어 Smoother 클러치 오일
을 교체해야 합니다.
Smoother 클러치 오일은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명시된 주기에 점검 및 교체하십시오.

ⳓ㉳ゟ㓷
• 오일의 양과 질은 모두 Smoother의 성능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충 시에는 ISUZU가 권장하는 오일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오일량을 준수하십시오.
– 오일량이 과도하면 오일이 누출됩니다.
– 오일량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 Smoother 클러치 오일량을 점검하기 전에 딥스틱과 주변부를 철저히 청소해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속기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딥스틱도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십시오.
• 엔진 냉각수, 물 또는 기타 오일이 Smoother 클러치 오일에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스
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작동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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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량 점검

• 엔진 온도가 높을 경우 오일량을 점검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장갑
등으로 신체를 보호하십시오.

ⳓ㉳ゟ㓷
• 딥스틱이 “C(저온)” 범위에 있으면 Smoother 클러치 오일을 교체해야 하며, 장비가 필요
시 ISUZU 딜러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오일량을 조정할 때는 딥스틱이 “H(고온)” 범위에 있는 상태로 차량이 예열된 후 조정하십
시오.
• 오일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ISUZU 딜러에서 차량 검사를 받고 오일
을 보충받으십시오.
1. 평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기어 변속 레버를
“N” 위치에 둔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
히 겁니다.
2. 엔진 시동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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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딥스틱을 빼내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냅니다.

단일 캡 모델
딥스틱

4. 제 자리에 딥스틱을 다시 넣은 다음 엔진을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딥스틱을 서서히 꺼내
오일 온도가 낮을 경우 오일량이 “C” 표시
범위 안에 있는지, 오일 온도가 높을 경우
“H” 표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오일량이 과도하게 부족하다면 필요한대로
오일을 보충합니다.
6. 점검 후 딥스틱을 제 자리에 완전히 끼웁니
다.
7. 차량을 한 차례 주행하고 다시 딥스틱으로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전방

크루 캡 모델

4HK1 엔진이 장착된
NPR 모델
딥스틱

C

오일 온도가 낮을 경우
올바른 수위 범위

H

오일 온도가 높을
경우 올바른 수위 범위

딥스틱
표기

Smoother 클러치 오일 온도

C(저온)

약 20 - 30°C

H(고온)

약 70 - 80°C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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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교체
Smoother 클러치 오일 교체
Smoother 클러치 오일은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ⳓ㉳ゟ㓷
• Smoother 클러치 오일을 교체한 후에는 앞의 “오일량 점검” 단원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오일량이 적당한지 확인하십시오.
• 배출한 오일은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1. 배출 플러그 아래에 용기를 받칩니다.
2. 캡을 기울입니다.
3. 딥스틱을 빼냅니다.
4. 배출 플러그와 가스켓을 분리해 오일을 용
기에 배출합니다.

배출 플러그

• 오일이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Smoother 클러치 오일을 배출하기 전에
변속기를 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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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ゟ㓷
• 가스켓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Smoother 클러치 오일은 특정양이 오일
커플링 및 유압 회로에 남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 배출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 설치합니다.
배출 플러그 조임 토크
29 - 49 N•m
6. 클러치에 딥스틱 안내 튜브를 통해 새 오일
을 주입합니다.
7. “오일량 점검”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
라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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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액슬 디퍼런셜 기어 오일
리어액슬 디퍼런셜 기어 오일량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고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오일을
교체해야 합니다.

ⳓ㉳ゟ㓷
• 리어액슬 디퍼런셜 기어 오일을 교체할 때는 본 단원의 나중에 나와 있는 오일량을 지표로
만 활용하십시오.
• 오일을 교체한 후에는 오일량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배출한 오일은 법규 요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오일량 점검
1. 오일 수위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수위 플러그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
오일
표면

오일 수위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
자리)

2. 오일 수위가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자리에 오는지 점검합니다.
• 오일 수위가 너무 낮다면 오일 수위 플러
그 구멍을 통해 오일을 보충합니다.
3. 오일 수위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플러그 조임 토크
84 N•m

ⳓ㉳ゟ㓷
• 플러그는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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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교체
1. 배출 플러그 아래에 오일을 수거할 용기를
받칩니다.
2. 그림에 나와 있는 플러그를 분리해 오일을
용기에 배출합니다.

수위 플러그

배출 플러그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

오일
표면

오일 수위
(수위 점검 플러그
구멍의 하단 가장
자리)

3. 배출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 설치한 후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을 통해 구멍의 하단
가장자리까지 새 오일을 주입해 리어액슬
디퍼런셜 장치를 채웁니다.
플러그 조임 토크
8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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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는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을 닦아
내야 합니다.
4. 보충 후 오일 수위가 오일 수위 플러그 구멍
의 하단 가장자리에 오는지 확인합니다.
5. 오일 수위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 설치
합니다.
플러그 조임 토크
84 N•m

교체시 리어액슬 디퍼런셜 기어 오일량
제원

오일량[기준치]

Ø292 mm 최종 구동

3.0 리터

Ø320 mm 최종 구동

4.3 리터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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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핸들
조향핸들 점검
엔진이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조향핸들을 중앙 전
진 위치에 놓은 다음 손으로 조향핸들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려 타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까
지의 주변 거리인 조향핸들의 유격을 점검합니다.
표준치(조향핸들 주변에서)
10 - 50 mm

양 손으로 조향핸들을 잡고 축방향으로 움직인 다
음 상하좌우 방향으로 움직여 느슨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을 주행하고 조향핸들의 비정상적인 흔
들림, 조향 쏠림, 둔한 조향 또는 중앙 전진 위치
로의 복귀 불능 상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조향 부품의 유격이 과도하거나 헐거운
경우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감지된 경
우 인근 ISUZU 딜러에서 즉시 조향 시스
템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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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스티어링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량은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점검 및 교체해야 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량 점검
보조 탱크에서의 오일 수위가 “MAX(최대)” 라인
과 “"MIN(최소)” 라인 사이에 있으면 오일량이 적
합한 것입니다. 수위가 “"MIN(최소)” 라인 아래라
“MAX(최대)” 라인
면 오일을 “MAX(최대)” 라인까지 주입합니다.
“"MIN(최소)” 라인 보조 탱크는 우측에서 엔진실 후방에 위치해 있습
전방

니다. 오일량 점검을 마쳤으면 캡과 커버를 확실
히 설치합니다.

• 오일을 주입하기 전에 캡 주변부를
하고 깨끗한 병이나 주입 장치에서
을 투입하십시오. 탱크에 이물질이
되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고장을
합니다.

청소
오일
유입
초래

• 권장된 파워 스티어링 오일에 다른 상표
의 오일을 섞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상표
의 오일을 섞으면 화학 반응으로 인해 시
스템의 고장을 초래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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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스티어링 오일량 점검
랙 및 피니언
보조 탱크

배출
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후방 휠에 고
임목을 받칩니다.
2. 잭을 사용할 지점에 잭의 머리 부분을 확실
히 댑니다.
3. 전방 휠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4. 조향 장치와 보조 탱크 사이의 오일 배관 및
오일 펌프와 보조 탱크 사이의 오일 호스를
분리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배출합니
다.

조향 장치

재순환 볼

조향 장치

보조 탱크

오일 펌프

5.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완전히 배출되었으면
조향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여러 차례 돌려
배관에 남아 있는 오일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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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전방
“MAX(최대)” 라인
“MIN(최소)” 라인

1. 오일 배관과 오일 호스를 확실히 연결한 다
음 보조 탱크에 지정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을 주입합니다.
2. 보조 탱크에 지정된 수위까지 오일을 주입
했으면 2 ~ 3분 기다려 오일 수위가 내려가
게 합니다.
3. 엔진을 구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핸들을
양방향으로 끝까지 몇 차례 돌립니다.
4. 차량을 내리고 엔진 시동을 겁니다. 엔진을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조향핸들을 양방향으
로 끝까지 몇 차례 돌립니다. 비정상적인 소
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시스템에서 공기가
올바르게 제거된 것입니다.

• 시스템에 오일을 주입할 때는 공기가 유
압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대로
오일을 보충해 보조 탱크의 만충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공기빼기
조향핸들을 돌릴 때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린다면
유압 시스템 안에 공기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
래의 단계에 따라 시스템의 공기빼기 작업을 실시
하십시오.
1.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후방 휠에 고
임목을 받칩니다.
2. 잭을 사용할 지점에 잭의 머리 부분을 댑니다.
3. 전방 휠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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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진 시동을 겁니다. 조향핸들을 양방향으
로 끝까지 몇 차례 돌립니다.
5. 차량을 내립니다. 엔진을 구동하는 상태에서
조향핸들을 양방향으로 끝까지 몇 차례 돌립
니다.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시스템에서 공기가 올바르게 제거된 것입니
다. 아직도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린다면 파
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공기가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시스템에 남아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조향핸들을 양방향으로 끝까지 몇 차례
돌려 오일 온도를 높입니다.
오일 온도가 60 ~ 80°C(140 ~ 176°F)로 상
승했으면 엔진 시동을 끄고 약 5분 간 기다
립니다(고온의 오일로부터 공기가 수거되는
과정).
6. 보조 탱크 내의 오일량을 점검하고 연결부에
서 오일이 누출되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7. 도로에서 시운전을 실시하면서 조향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와 조향핸들을 돌리면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브 베어링 그리스
전방 및 후방 베어링 그리스를 교체하려면 분해와
재조립 작업이 필요하므로 ISUZU 딜러에서 이러
한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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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구성품에 그리스 도포

섀시 구성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된 그리스의 유형(특성)은 다른 구성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
정된 그리스와 다릅니다. 반드시 각 구성품에 대해 지정된 그리스만을 사용하고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그리스 도포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킹 핀(좌측 및 우측)

각각 지점 2개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프로펠러샤프트 중앙 베어링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셜
조인트 스플라인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1피스 프로펠러샤프트: 지점 2개, 2-피스 프로펠러샤프트: 지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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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에는 니들 베어링 오일 씰 위치 4개에서 그리스가 스며
나올 때까지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를 도포한 후에는 남은 그리스를 닦
아 냅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기타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 잭의 취급

7-134

● 앞유리 워셔액

7-137

●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7-138

● 전조등 및 방향 지시등

7-141

● 배터리 취급

7-142

● 에어컨 필터

7-148

● 냉매

7-152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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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으로 차량을 올릴 때 무른 지면이나 경사로에서 실시하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항상 단단한 평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리기 전에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고 휠에 고임목을 고이십
시오. 주차 브레이크만 건다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방
휠이 잭으로 들려지면 주차 브레이크만으로 정차된 상태의 차량이 움직여 매우 위험한 상
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리기 전에 차량 안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잭으로 차량을 들어올리는 동안 절대 도어를 열거나 엔진 시동을 걸
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때 신체의 어떠한 부분도 차량 아래에 두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
람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잭이 미끄러
질 경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린 후 차량 아래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잭 스탠드를 사용해 차량을 지
지해야 합니다.
• 잭은 지정된 잭 적용 지점 중 하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지점과 확실히 접촉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잭이 미끄러질 경우를 대비해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예비용 타이어를 분리한 후에는
이 타이어를 차량 아래에서 잭 부근에 놓아야 합니다.
• 잭을 사용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잭과 사용할 잭 적용 지점에 이물질, 오일 및 그리스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물질이나 오일로 인해 잭이 미끄러
질 경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량과 함께 제공된 잭은 타이어 교체 및 타이어 체인 분리 또는 장착 시에만 사용해야 합
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 번에 휠 하나만 잭으로 올려야 합니다.
• 2단계 확장형 잭을 사용할 경우 정지 표시(황색)가 보이면 차량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십시
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잭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잭을 여러 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량과 함께 제공된 잭은 해당 차량에 맞게 특별 제작된 잭입니다. 다른 차량에 이 잭을 사
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잭을 이 차량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공기빼기 나사는 천천히 돌리십시오. 빠르게 돌리면 차량이 떨어지고 잭이 미끄러져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7-133

잭 작동
차량 들어올리기
1. 잭 적용 지점 바로 아래에 잭을 놓고 수직 자
세인지 확인합니다.
잭은 단단한 평지 위에 놓아야 합니다.

2. 잭의 머리 부분을 돌려 잭 적용 지점 높이까
지 확장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확장
합니다.
공기빼기 나사

3. 잭 핸들을 소켓에 끼웁니다.
잭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잭 핸들의 톱니가
난 끝 부분을 사용해 공기빼기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4. 잭 핸들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 약간
확장합니다.
5. 잭이 잭 적용 지점과 충분히 접촉되어 있는
지 확인한 다음 차량을 계속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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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리기
1. 잭 핸들의 끝 톱니를 공기빼기 나사에 맞춥
니다.
2. 공기빼기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차량을 내립니다.

공기빼기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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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빼기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
퀴 이상 돌리지 마십시오. 잭 내부의 액체
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완전히 내렸으면 공기빼기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4. 잭 헤드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전방 휠 잭 적용 지점
독립식 프런트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제외한 전체
잭을 판 스프링에 설치합니다.

차량 전방

독립식 프런트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
잭을 하부 링크 뒤의 잭 적용 지점에 설치합니다.

잭 적용 지점

차량 전방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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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휠 잭 적용 지점
잭을 판 스프링 또는 액슬 케이스의 하단에 설치
합니다.

판 스프링

차량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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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경우 잭 사용

• 잭을 최대한 프런트 액슬과 가깝게 배치합니다.
• 나무 토막은 최대한 두꺼운 것을 사용해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판 스프링의 하단은 곡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잭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잭이 미끄러지면 차량 아래에 갇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잭
적용 지점에 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무 토막
또는 이와 유사품을 사용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 스프링

1. 휠 고임목을 후방 휠의 앞뒤에 고입니다.
2. 잭을 프런트 액슬 앞의 판 스프링 하단에 설
치하고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프런트
액슬

3. 프런트 액슬 아래에 나무 토막을 끼웁니다.

판 스프링
프런트 액슬

나무 토막

4. 잭을 살짝 내려 프런트 액슬이 나무 토막으
로 견고하게 지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럴 경우 잭을 계속 내립니다.
5. 이제 잭을 지정된 잭 적용 지점으로 이동하
고 휠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높이로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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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 워셔액
앞유리 와이퍼/와셔
앞유리 워셔 탱크 내의 워셔액량을 점검합니다. 또한 앞유리 워셔액을 분사하고 앞유리 와이퍼를 작
동해 올바르게 청소되지 않는 구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때 앞유리 워셔액의 분사 상태도 점검
합니다.

앞유리 워셔액 보충
1. 앞유리 워셔액 탱크는 동승석 측 인스트루
먼트 패널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캡

2. 캡을 열고 탱크에 앞유리 워셔액을 입구까
지 채웁니다.

앞유리 워셔액 탱크

ⳓ㉳ゟ㓷
• 공장 출고 시 신차에는 워셔액 탱크에 수돗물만 들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용처에 맞게 농도
를 조정하십시오.
• 수돗물과의 혼합비와 관련해 앞유리 워셔액과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질이 떨어지는 제품, 엔진 냉각수 및 비눗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따르
지 않으면 노즐이 막히거나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탱크가 빈 상태에서 절대 워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탱크가 빈 상태로 워셔를 작동하면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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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일상 점검
앞유리 워셔액을 분사하고 앞유리 와이퍼를 작동해 청소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각 “

(간헐 작동)”, “LO” 및 “HI”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와이퍼를 사용하기 전에 와이퍼 블레이드에서 얼음이나 쌓인 눈을 제거합니다.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와이퍼 블레이드

분리
1. 와이퍼 암을 당겨 수직 위치에 놓습니다.
2. 와이퍼 블레이드 고리를 암 쪽으로 누른 상
태에서 블레이드를 아래로(암의 하단 쪽) 밀
어 내립니다.

와이퍼 암
3. 블레이드와 암이 거의 직각을 이루게 한 상
태에서 블레이드를 암에서 분리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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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1. 블레이드를 암과 거의 직각 상태로 고정한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끼웁니다.

2. 이제 블레이드와 암을 같은 방향으로 둔 상
태에서 암의 제 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블레
이드를 밀어 올립니다.
블레이드를 밀어
올립니다

ⳓ㉳ゟ㓷
• 블레이드를 분리한 상태에서 와이퍼 암
을 내리지 마십시오. 앞유리가 긁힐 수 있
습니다.
• 와이퍼 블레이드를 부착할 때마다 제자
리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주
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유리 와이
퍼 스위치를 켜면 와이퍼 블레이드가 위
치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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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고무 인서트 교체
당김

분리
1. 와이퍼 암에서 와이퍼 블레이드를 분리합니
다.
2. 와이퍼 고무 인서트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
겨 와이퍼 블레이드에서 빼냅니다.

끼움

장착
1. 새 와이퍼 고무를 와이퍼 블레이드에 끼웁
니다.

2.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리가 구멍에 걸릴 때
까지 와이퍼 고무를 계속 밀어 넣은 다음 고
무가 제 자리에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고리가 구멍에 확실히
걸릴 때까지 고무를
삽입합니다.

3. 와이퍼 암에 와이퍼 블레이드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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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및 방향 지시등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린 다음 전조등, 방향 지시등 및 기타 실외등이 점등하고 점멸하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지등이 켜지는지 확인하고 변속기를 “R” 위치로 옮겨 후진등이 켜지
는지 확인합니다. 조명의 변색, 손상 및 느슨함 여부도 검사합니다.

전방
방향 지시등

지붕 장착형 차폭등

후방
후방 방향 지시등
후진등

측면 반사경
안개등

전조등/차폭등
주간 주행등

미등 및 정지등

번호판등

후방 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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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취급

• 배터리액량이 “하한” 선 미만일 때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면 열화가 가속화되어 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폭발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대량의 물로 씻어내고 5분 이상 계속 눈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배터리 주변에서 공구나 기타 금속 물체를 사용할 때는 양극 단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차량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전도하기 때문에 금속과 닿으면 단락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한
전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배터리에서는 가연성이 높은 수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나 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작업은 차량 배터리 부근에서 절대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소 가스가 인화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을 닦아낼 때는 젖은 헝겊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터리를 검사할 때는 항상 엔진 시동을 끄십시오.
• 배터리액으로는 묽은 황산이 사용됩니다. 배터리액이 피부, 옷 또는 금속 표면에 묻지 않도
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고 3분 이상 기다린 다음 단자
에서 음극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고 양극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분 이내에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면 엔진 제어 모듈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는 음극 케이블
을 나중에 연결해야 합니다.

ⳓ㉳ゟ㓷
• 배터리액을 절대 “상한” 선 이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배터리액이 흘러 배터리 단자와 기타 구성품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액을 흘렸다면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 배터리액을 보충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차량 주행).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액이 동결되어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인근 ISUZU 딜러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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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취급 시 주의 사항
배터리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배터리를 더러운 조건에 방치하면 오염 물질이 배터리액에
혼합되고, 배터리 플레이트가 손상될 수 있으며, 배터리 상단에 단락이 발생하고 배터리 수명이 줄
어들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 시
배터리나 전기 시스템의 다른 부품에 대한 검사와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실시할 때는 먼저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고 3분 이상 기다
린 후 음극 단자에서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3분 이내에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면 엔진 제어 모
듈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연결된 상
태에서 검사 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실시
하면 전기 구성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리고 3분 이상 기다린 다음 단자에서 음
극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고 양극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배터리가 음극 단자에 연결된 상태일 때 양
극 단자와 차체 사이에 공구 등의 물체가 접촉되면 단락이 발생해 위험한 전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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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돌린 후 3분 이내에 배터리의 음극 단자에서 음극 케이블을
분리하면 엔진 제어 모듈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배터리 캡

배터리

1.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해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배터
리 캡을 벗깁니다. 그러나 차량에 배터리가
탑재된 상태로 충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2. 충전기와 배터리의 연결 여부와 관계 없이
충전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급속 충전 시에는 배터리 케이블을 상시 분
리해야 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발전기가 고
장 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캡

배터리 케이블

•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는 배터리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 시에는 배터리
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하므로,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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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설치
1. 차량에 배터리를 설치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하고 느슨한 부분 없이 확실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배터리를 잘못 설치하면 주행 시 진동으로 인해 배터리 케이스와 배터리 플레이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먼저 양극 단자에 연결한 다음 음극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단자에 잘못 연결하면 과전류가 흘러 발전기나 차량 배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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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직접 전력원으로 사용
배터리를 12V 전력을 직접적인 전력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를 직접 전력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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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액량 점검
배터리 케이블

배터리는 외부 섀시 멤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상 점검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고 배터리 케이스 내의 배터
리액량이 규정된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상한
하한

배터리액의 수면이 “상한” 선과 “하한” 선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액의 수면을 쉽게 볼 수 없
다면 차량을 가볍게 흔들어 봅니다.
케이스에 수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터리 플
레이트의 상단으로부터 10 ~ 15 mm 범위를 적합
한 범위로 간주하면 됩니다.

배터리액 주입

10 ~ 15 mm
(0.39 ~ 0.59 in)
배터리
플레이트

배터리 안의 배터리액량이 부족하면 커버와 캡을
분리한 다음 수면이 “상한” 선에 근접하거나 배터
리 플레이트의 상단으로부터 10 ~ 15 mm 범위
내에 올 때까지 증류수를 주입합니다. 증류수 주
입을 마쳤으면 캡과 배터리 커버를 단단히 설치합
니다.

ⳓ㉳ゟ㓷
• 배터리액을 절대 “상한” 선 이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배터리액이 흘러 배터리 단자와 기타 구성품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액을 흘렸다면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 배터리액을 보충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차량 주행).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액이 동결되어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인근 ISUZU 딜러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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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액의 비중 점검

비중계

1. 비중계를 사용하여 배터리액의 비중을 점검
합니다. 비중이 과도하게 낮으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액 온도가 20°C일 경우 비중

1.27 - 1.29

배터리 단자 점검
1. 단자의 헐거움이나 부식 여부를 점검합니다.
2. 단자가 부식되었거나 백색 가루로 덮인 상
태라면 미온수로 씻어낸 다음 물기를 완전
히 닦아냅니다. 단자가 과도하게 부식된 경
우에는 쇠솔이나 사포로 연마해야 합니다.
3. 단자 청소를 완료했으면 그리스를 얇게 바
르고 배터리 케이블을 조여져 있는지 주의
하면서 확실히 연결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 시”
실시해야 하는 관련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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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필터
실내 에어 필터 분리(NLR/NMR 모델)
1. 커버를 고정하는 클립 2개를 분리합니다. 안
쪽 클립을 먼저 분리한 다음 바깥쪽 클립을
분리합니다.
2. 위로 밀어 커버를 분리합니다.

바깥쪽 클립
안쪽 클립

3. 필터를 분리합니다. 진공 청소기나 유사품
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
거합니다.

ⳓ㉳ゟ㓷
• 필터를 분리할 때 전기 하네스와 간섭되
지 않도록 합니다.
• 필터 청소 시 필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딱
딱한 솔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터(실내 공기)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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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에어 필터 분리(NPR 모델)
설치 피팅

1. 커버를 고정하는 클립 2개를 분리합니다. 안
쪽 클립을 먼저 분리한 다음 바깥쪽 클립을
분리합니다.
2. 설치 피팅(총 3개)이 보이도록 커버를 화살
표 방향으로 빼냅니다.

커버
바깥쪽 클립
안쪽 클립
설치 피팅
스크루드라이버

3. 설치 피팅을 스크루드라이버로 누른 상태에
서 커버를 앞으로 당겨 피팅의 잠금을 해제
하고 커버를 분리합니다.

ⳓ㉳ゟ㓷

커버

• 커버와 인스트루먼트 패널 수평 상태로
유지하면서 설치 피팅을 눌러 잠금을 해
제합니다.
• 피팅은 한 번에 하나씩 잠금을 해제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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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터를 분리합니다. 진공 청소기나 유사품
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
거합니다.

ⳓ㉳ゟ㓷
• 필터를 분리할 때 전기 하네스와 간섭되
지 않도록 합니다.
필터(실내 공기)

• 필터 청소 시 필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딱
딱한 솔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내 에어 필터 설치
1. 필터를 분리 작업의 반대 순서로 설치합니다.

• 필터를 원래 위치로 확실히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동 시 덜걱거리거나 필터가 헐거워질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분리했거나 잘못 설치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먼지, 이물질 등이 에어컨 시스템에 유입되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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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에어 필터 분리
1. 동승석측 인스트루먼트 패널 아래에서 필터
를 분리합니다. 양쪽에서 필터 잠금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필터를 빼냅니다.
2. 진공 청소기나 유사품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ⳓ㉳ゟ㓷

필터(실외 공기)

• 필터 청소 시 필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딱
딱한 솔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외 에어 필터 설치
1. 필터를 분리 작업의 반대 순서로 설치합니다.

• 필터를 원래 위치로 확실히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동 시 덜걱
거리거나 필터가 헐거워질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터를 분리했거나 잘못 설치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먼지, 이물질, 물, 눈 등이 에어컨 시스템에 유입되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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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에어컨 시스템은 냉매량이 부족하면 실내를 효과적으로 냉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냉매를 보충해야 합니다.
냉매를 보충해야 할 때는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ⳓ㉳ゟ㓷
• 냉매량이 과도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하면 냉방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에
어컨 시스템이 손상됩니다.
• 본 차량에는 에어컨 시스템에 신냉매인 HFC-134a(R-134a)가 사용됩니다. 다른 종류의
냉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냉매 가스가 대기로 절대 방출되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매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ISUZU 딜러 또는 가스
회수 설치 시스템이 구비된 전문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냉매]
• 종류: HFC-134a(R-134a)
• 지구 온난화 지수(GWP): 1430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실내 및 외부 정기점검/유지관리

● 외부 정기점검/유지관리

7-154

● 실내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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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정기점검/유지관리
세차
차량의 외부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을 구동하면 이 물질이 도장이나 도금과 화학 반
응을 일으켜 구성품의 얼룩, 변색, 녹 또는 부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구성품 내에 이물
질이 갇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기 역학
저항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세차를 실시해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그을음, 철분, 죽은 곤충, 새똥, 나무 수액
또는 콜타르와 연기의 기름기가 있는 물질
이 도장면에 점착된 경우
• 차량을 해안 지역에서 주행한 경우
• 도로용 화학 물질이 도포된 도로에서 차량
을 주행한 경우
• 대량의 진흙이나 먼지가 외부에 붙어있는
경우
1. 수도를 완전히 틀고 차체 하부와 서스펜션
부위를 씻어냅니다.
2. 개구부를 모두 닫고 중성 세제를 사용해 캡
과 화물 차체 패널을 씻어냅니다.
3. 솔과 세제를 사용해 휠과 타이어를 청소합
니다.
4. 남은 세제를 모두 씻어낸 후 섀미 또는 기타
깨끗한 헝겊을 사용해 물기와 물방울을 완
전히 제거합니다.

• 캡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물을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전자
제어 유닛과 전기 구성품의 오작동 또는 파손이 발생하거나 운전실 바닥에 녹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고압 워셔 노즐에서 전기 커넥터에 물을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
으면 전기 시스템의 작동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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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ゟ㓷
• 어두운 도색 또는 금속성으로 코팅된 차량에 자동 세차기를 사용하면 솔로 도장면이 손상되
거나, 광택이 없어지거나 눈에 띄는 흠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량의 물을 흡기구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
• 엔진 구성품이나 전기 구성품에 물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엔
진의 시동 및 작동 성능이 불량해지고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차하기 전에 실외 미러와 안테나가 접혀 있고 수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 세차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고온 고압형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
키지 않으면 플라스틱 구성품의 열 변형 및 파손이나 실내로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세차기를 사용할 때는 노즐과 차량 사이의 거리를 0.4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윈도우
를 세척할 때는 물의 분사 각도가 유리의 표면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 세제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닦이도록 합니다. 특히 강력한 알칼리성 세제(일반적으로 산업
용)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제를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면 조명 클러스터 렌즈
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제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세제 제조업
체의 지침의 주의깊게 정독하십시오.
• 예를 들어 비가 내려 전방 플라스틱 범퍼에 부유하는 먼지가 들러붙으면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세제를 사용해 먼지를 씻어낸 다음 플라스틱 구성품에 사용하
도록 제작된 왁스를 바르십시오.

전방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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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관
차량의 매력적인 외관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주의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 차량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방치하면 도장에 화학 변화가 발생해 구성품의 얼룩,
변색, 녹 및 부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름기가 함유된 이물질, 그을음, 짙은 연기 또는 금속 분말이 차량에 대거 들러붙을 수 있는
장소
• 제약 공장 및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기타 설비의 주변 구역
• 해안 지역
• 대량의 죽은 곤충, 새똥 또는 나무 수액이 차량에 붙을 수 있는 장소

왁스 작업
도장면과 크롬 도금면에는 매달 한 두번이나 표면의 발수성이 떨어질 때 왁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왁스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도장면의 온도가 40°C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왁스 제품과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 앞유리에 왁스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빛이 난반사해 시야
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ⳓ㉳ゟ㓷
• 연마성 재료가 함유된 왁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도장면이
나 플라스틱 구성품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무 구성품 표면에 왁스를 바르면 영구적으로 백화될 수 있습니다.

• 앞유리에 왁스를 발라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올 경우 왁스층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앞유
리 와이퍼의 작동을 거칠게 할 수 있습니다.
• 엔진 오일 또는 그리스가 앞유리에 닿으면 얼룩이나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제거
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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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 관리
앞유리 와이퍼로 앞유리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는
다면 ISUZU 순정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 앞유리
를 청소해야 합니다.

실내 정기점검/유지관리
자동차용 청소기나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캡 내부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미온수나 찬물을
적신 헝겊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 냅니다.

• 캡 내부를 청소할 때는 물을 직접 분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물
이 오디오 시스템이나 바닥 카펫 아래에 위치한 기타 전기 구성품에 유입될 경우 차량 오작
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 벨트를 청소하는 데 석유 에테르, 휘발유 또는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 벨트의 띠 부분을 표백하거나 재염색해서도 안 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 벨트의 성능이나 강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추돌 시 안전 벨트가 충
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 벨트를 청소할 때는
소량의 중성 세제를 녹인 미온수로 안전 벨트를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7-158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 차량 실내는 절대 산성 또는 알칼리성 용제, 석유 에테르, 휘발유 및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해
청소해서는 안됩니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변색과 얼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
정 유형의 세정제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 제품의 라벨
을 주의깊게 정독하십시오.
• 방향제(액체, 고체, 젤 또는 조각형)가 에어컨 또는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실내 구성품에 직접
닿거나 흘려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제품에 포함된 화합물은 도장면의 변색, 얼룩 또는 벗겨
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화합물이 포함된 유리 세정제로 앞유리 또는 윈도우 유리의 안쪽을 청소해서는 안됩
니다. 유리를 청소하려면 미온수나 찬물을 적신 천으로 닦아 내십시오.

안전 벨트 관리
안전 벨트가 오염되면 감는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안전 벨트의 벨트 부분을 표백 또는 재염색하거나 휘발유, 도료 희석제 또는 기타 휘발 물질
로 청소하면 띠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버클에 유입된 이물질이나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 벨트 기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ISUZU 딜러에 검사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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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벨트의 접혀 장착되는 부위 청소
안전 벨트의 접혀
장착되는 부위

안전 벨트

1. 약 50 mm(2 in) 폭의 면포, 가제 또는 유사
품을 직사각형으로 접습니다.
2. 중성 세제와 온수를 대략 1:20 비율로 섞습
니다.
3. 세제 혼합 용액에 헝겊을 적시고 안전 벨트
의 접혀 장착되는 부위에 헝겊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더 이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헝겊을 앞뒤좌우로 움직입니다.
4. 헝겊을 빼내고 마른 헝겊을 사용해 안전 벨
트의 장착 부위에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직
사광선을 피해 자연 건조시킵니다.

헝겊

5. 안전 벨트가 올바르게 감기고 빼내지는지
확인합니다.

ⳓ㉳ゟ㓷
• 공구와 같은 물건을 사용해 접혀 장착되
는 부위에 헝겊을 통과시키거나 단단히
들러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
시오. 물건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부품이
나 안전 벨트의 띠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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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안전 벨트 청소
1. 안전 벨트를 완전히 빼내고 앞면과 뒷면의
색상에 차이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2. 중성 세제와 온수를 대략 1:20 비율로 섞습
니다.
3. 매니큐어 솔이나 털이 부드러운(나일론 등)
기타 유사한 솔을 온수에 적셔 이물질을 제
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4. 마른 헝겊으로 안전 벨트를 닦은 다음 직사
광선을 피해 자연 건조시킵니다.

안전 벨트

5. 안전 벨트가 올바르게 감기고 빼내지는지
확인합니다.

ⳓ㉳ゟ㓷
간극
간극

• 위에 설명한 유지 작업을 실시해도 리트
랙터를 통한 안전 벨트의 작동이 개선되
지 않는다면 안전 벨트가 도어 필라 트림
과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SUZU 딜러에 검사 및 정기점검/유지관
리 작업을 요청하십시오.
• 안전 벨트가 올바르게 감기지 않거나 감
김이 풀리지 않을 경우 또는 검사 결과 느
슨한 장착부, 금속 부위의 변형, 벨트 손
상, 해어짐 또는 변색 등의 문제가 발견되
면 ISUZU 딜러에 교체 요청을 하십시오.

좌석 천 커버 및 카펫 관리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카펫을 떼어내지 마십시오. 음식물, 음료 등으로 발생한 얼룩은 표준 가정용 세정 제품과 방법을 사
용해 제거합니다.
고급 알코올 기반 세제로 표시된 중성 세제나 청소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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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

● 검사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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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안전하고 경제적인 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장에 나와 있는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의 검사와
정비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
차량을 안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전하려면 정기적인 차량 검사 및 정비를 지정된 정기점검/유
지관리 일정에 맞게 ISUZU 딜러에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해나 특수장치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해 ISUZU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정기점검/유지관리 정비 유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자
I: 검사 후 필요에 따라 청소, 수리 또는 교체 실시
A: 조정
R: 교체
T: 규정 토크로 조임
L: 윤활

ⳓ㉳ゟ㓷
• 아래에 나와 있는 항목을 검사할 때는 정기 검사 항목도 검사하십시오.
*: 가혹한 조건에서 차량을 주행할 경우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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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 NPR75 모델(1번)
I: 검사 후 필요에 따라 청소, 수리 또는 교체 실시
T : 규정 토크로 조임
정비 주기

A: 조정

R: 교체

L: 윤활
x1,000 km

* 엔진 오일
* 엔진 오일 필터
연료 필터 엘리먼트
1차 연료필터
*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공회전 속도 및 가속
밸브 간극
연료 탱크 캡과 연료 라인의 헐거움이나 손상
드라이브 벨트 장력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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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냉각수
* 배기관, 배기 브레이크, 배기 스로틀, 머플러 또는
이 구성품 장착부의 손상이나 헐거움
냉각 시스템
에어 흡입 덕트 및 호스의 손상
엔진 작동 조건
M/T 클러치 오일
클러치 페달 스트로크와 자유 유격
변속기
오일
*
*
Smoother 클러치 오일
기어 제어 기구의 헐거움
기어 제어 케이블
*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및 슬라이딩
슬리브
프로펠러샤프트 조인트의 헐거움
프로펠러샤프트 스플라인의 마모
프로펠러샤프트 베어링과 관련 구성품의 헐거움
프로펠러샤프트 중앙 베어링
* 디퍼런셜 기어 오일
* 킹핀(리지드 프런트 서스펜션 모델)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오일 누출
파워스티어링 오일
*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장착부의 헐거움이나 손상
너클과 프런트 액슬 사이 연결부의 헐거움
M/T

*: 가혹한 조건에서 차량을 주행할 경우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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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 NPR75 모델(2번)
I: 검사 후 필요에 따라 청소, 수리 또는 교체 실시
T : 규정 토크로 조임
정비 주기

A: 조정

R: 교체

L: 윤활
x1,000 km

스티어링 기구의 헐거움이나 손상
스티어링 휠 자유유격
스티어링 기구의 기능
휠 얼라인먼트
파워스티어링 호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시스템 오일 누출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 및 자유유격
브레이크 배관과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의
헐거움이나 손상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주차 브레이크 기능
주차 브레이크 레버 스트로크
주차 브레이크 슈 라이닝의 마모
주차 브레이크 드럼의 마모 또는 손상
주차 브레이크 래칫 기구의 손상
리프 스프링 손상
서스펜션 장착부의 헐거움이나 손상
쇽 업쇼버의 오일 누출
쇽 업쇼버 장착부의 헐거움
휠 너트 및 휠 볼트
디스크 휠 손상
휠 허브 베어링 그리스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배터리액 비중
배기 압력 점검 또는 필터 청소
디퍼런셜 압력 센서 고무 엘리먼트
조명, 혼, 앞유리 와이퍼 및 워셔의 검사
섀시와 차체의 너트 및 볼트 검사
에어컨 필터
AdBlue®(요소수)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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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한 조건에서 차량을 주행할 경우에는 정기점검/유지관리 작업을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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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00 105

주행거리계 판독값 또는 개월
수(먼저 도래하는 시기 기준)

45

50

55

6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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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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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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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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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4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48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

I

-

I

-

I

-

I

-

I

-

I

-

또는 6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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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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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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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6개월마다: I
200,000km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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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또는 24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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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조건에서 작동 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1번)
주행 조건
A: 자주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는 작동 조건

B: 거친 도로, 산악 도로 또는 오르막길에서의 주행

C: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의 주행

D: 눈으로 덮인 도로나 해안 도로에서의 주행

항목

해당 거리

조건

7,500 km마다 교체

C

A+D

7,500 km마다 교체

C

A+D

10,000 km마다 교체

C

A+D

10,000 km마다 교체

C

A+D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5,000 km마다 점검
20,000 km마다 교체

C

배기관, 배기 브페이크, 배기 스트롤, 머플러 또는
이 구성품 장착부의 손상이나 헐거움

10,000 km마다 점검

변속기 오일

20,000 km마다 교체

B

20,000 km마다 교체

B

10,000 km마다
그리스 도포

B

20,000 km마다 교체

B

5,0000 km마다
그리스 도포

B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장착부의 헐거움이나 손상

5,000 km마다 점검

B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디크스 마모

5,000 km마다 점검

엔진 오일(NHR85/NLR85/NLS85/NMR85/
NNR85/NPR85 모델)
엔진 오일 필터(NHR85/NLR85/NLS85/NMR85/
NNR85/NPR85 모델)
엔진 오일(NPR75/NQR75/NPS75/NPR90/
NQR90 모델)
엔진 오일 필터(NPR75/NQR75/NPS75/NPR90/
NQR90 모델)

Smoother 클러치 오일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및 슬라이딩
슬리브
디퍼런셜 기어 오일
킹핀

A

A

B

B

D

C

C

D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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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오일, 윤활유 및 디젤 연료
ISUZU 차량이 수년 간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윤활유와 디젤 연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차량에 지정된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윤활유를 보충하십시오. ISUZU 순정 윤활유나 아래
의 목록에 권장된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에 지정된 윤활유 교체 주기와 신차
보증의 약관은 ISUZU 순정 윤활유 또는 아래의 목록에 있는 ISUZU 권장 윤활유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윤활

등급
API

ACEA

JASO

* 1DPD가 장착된
디젤엔진 크랭크
케이스(회분 함량이
낮은 오일)

CJ4
CK4

E6
E9

DH-2

디젤 엔진
크랭크케이스

CH-4
CI-4

E3
E7

DH-1

비고

*1: DPD와 호환되는 애쉬 함량이 낮은 엔진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POC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입니다. 칠레와 러시아 시장을 위한 유로 V사양 4JJ1 엔진을 갖춘 모든 모델에 장착
되어 있습니다.
*3: 러시아 시장 용 모델

• “디젤 엔진 크랭크케이스” 목록에 권장된 오일은 DPD 장착 차량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
다. 애쉬(ASH) 함량이 낮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배기 가스 압력이 증가하여 DPD 필터
청소 간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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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

수동변속기 트랜스퍼
케이스
Smoother 클러이
오일
디퍼런셜
파워 스티어링
중앙 베어링 킹핀
(다목적 그리스)
프로펠러 샤프트
슬라이딩 요크
유니버설 조인
브레이크
캠샤프트(이황화
몰리브덴이 포함된
다목적 그리스)

등급
API

ACEA

JASO

CI4

E7

DH1

DEXRON Ⅲ
GL-5/MT1

DEXRON Ⅲ
NLGI #2 or #3
multi-purpose grease

-

NLGI #2 multi-purpose grease
containing molybdenum disulﬁde

비고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냉각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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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GM6277M

엔진 냉각 시스템

*: ISUZU가 권장하는 냉각수를 사용하거나 GM 엔지니어링 표준 GM6277M(에틸렌 글리콜 기반 비 규산염 및비
붕산염 냉각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ⳓ㉳ゟ㓷
• 수돗물과 엔진 냉각수의 혼합물을 50:50의 비율로 사용하십시오.

냉각수

등급*

클러치 및 브레이크액
리저버

비고

DOT 3
DOT 3

*: 이 자료는 GM 엔지니어링 표준 GM4653M, FMVSS 116 또는 SAE J1703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디젤 연료 / 적용 표준(황 함량 50 ppm 미만)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JIS)

K2204 기준 : 2007디젤 연료

Deutshe Industrie Normen(DIN)

EN590 기준: 2004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Based on D975-04c No.1-D S15 또는
No.2-D S15(15ppm 미만)

British Standards(BS)

EN590 기준: 2004
디젤 연료 / 적용 표준(황 함량 10 ppm 미만)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JIS)

K2204 기준 : 2009 디젤 연료

Deutshe Industrie Normen(DIN)

EN590 기준: 2009

British Standards(BS)

EN590 기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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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Ⅳ 배출 기준에 적합한 모델의 경우 저 유황 디젤 연료(황 함유 50ppm 이하) 또는
초저 유황 디젤 연료(황 함유량 10ppm 이하)를 사용해야합니다.
저질 연료, 수분 제거 첨가제나 기타 첨가제, 휘발유, 등유 또는 알코올 기반 연료를 차량에
주입하면 연료 필터가 손상되고, 연료로 윤활되는 인젝터 내부 부품이 월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엔진 구성품에 악영향을 미쳐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연
료를 탱크에 주입한 경우에는 완전히 배출하십시오. 잘못된 연료를 탱크에 주입한 상태로
엔진 시동을 걸면 화재와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료 탱크 주입구 캡은 천천히 엽니다. 빠르게 열면 연료가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ⳓ㉳ゟ㓷
• 위에 명시된 연료들만 사용하십시오. 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 FAME 함량이 0%인 디젤 연료에서 EN590에 부합하는 FAME가 함유된 연료로 교체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발 및 주행 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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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및 기어 오일 점도표
아래의 표에 따라 적합한 엔진 오일과 기어 오일을 선택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온도에 적합한 점
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엔진 오일 점도표

엔진 오일 점도 등급 - 외기 온도
[단일 등급]

[다중 등급]
*1: 외기 온도가 -25 ºC 미만인 경우 시동 보조 장치(오일 팬 히터, 블록 히터 등)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 오일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용 차량(CV)용 5W-30 오일의 경우 ISUZU 순정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3: 5W-40 오일은 한랭지(러시아, 중국 등)에만 권장되는 오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ISUZU 순정 오일일 경우에만 최대 45 ºC 외기 온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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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오일 점도표

변속기 오일 점도 등급 - 외기 온도
[단일 등급]

[다중 등급]
*1: ISUZU 순정 오일일 경우에만 최대 45°C 외기 온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어 오일(리어액슬) 점도표

기어 오일(리어액슬) 점도 등급 - 외기 온도
[단일 등급]

[다중 등급]
*1: ISUZU 순정 오일일 경우에만 최대 45°C 외기 온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및 정기점검/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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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표
NPR75 모델
◎:
◯:
E:
G:
W:
C:

교체
점검 및 보충 또는 윤활
엔진 오일
기어 오일
휠 베어링 그리스
다목적 그리스

브레이크
및
클러치 오일
킹핀

B

프런트 허브 베어링

W

M: MoS2 함유형 그리스
B: 브레이크 오일
A: 자동 변속기 오일

킹핀

C
C

W

프런트 허브 베어링

A

파워 스티어링 오일

E

엔진

E

프로펠러샤프트
중앙 베어링

리어 허브 베어링

M

M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M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M

프로펠러샤프트
슬라이딩 슬리이브
W

리어 허브 베어링

W

M

디퍼렌셜 기어

변속기

G

6개월 또는 10,000km마다
12개월 또는 20,000km마다
24개월 또는 40,000km마다
24개월 또는 45,000km마다
매번 브레이크 라이닝은 교체됩니다.

프로펠러샤프트
유니버설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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