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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 주행 시 휴식을 취할 것 6-2

무거운 화물 적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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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방전 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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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액의 비중 점검 7-164

번호판등 교체 8-45

변속 표시등/변속기 모드  4-59

변속기 9-3

변속기 오일 7-128

변속기 오일 교체 7-130

변속기 오일 표시등 4-88

변속기 오일량 점검 7-129

보조 제동 기능과 조정된 크루즈 컨트롤 4-182

본 취급설명서에 사용되는 기호 0-2

불량한 상태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 8-57

브레이크 7-72

브레이크 경고등(적색/황색)  4-70

브레이크 경고등(황색)  4-73

브레이크 슈 라이닝 마모 점검 7-81

브레이크 오일량 점검 7-72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 공기빼기 7-73

브레이크 챔버 고무 부트 점검 7-80

브레이크 페달 7-79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8-10

비상 경고등 스위치 4-132

비상 제동 시스템(AEBS) 4-221

비정상 충전 4-84

ㅅ
사고 기록 장치(EDR) 기능  2-61

사용자 설정 4-65

상단 수납함 5-18

상향등 표시등 4-97

섀시 구성품에 그리스 도포 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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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콘솔 박스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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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비스 주유소 사용 2-5

소화 펌프 레버 4-235

속도 제한 경고등 4-114

속도 제한 장치 2-58

속도 제한 장치의 특성 2-58

속도계 4-12

송풍 방향 제어 레버 5-2

송풍구 5-2

수동 변속기 모델(6단) 4-145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 출발하기 2-23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 4-86

수분 분리기(연료 필터) 경고등 7-58

스타트 어시스트 스위치  4-139

슬로블로 퓨즈가 끊어질 경우 8-56

시가 라이터 5-12

시간계 4-21

시간계 디스플레이 4-52

시동 스위치 4-124

시동 스위치 4-124

시스템 시연 모드 4-67

시스템 점검 디스플레이 4-59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7-19

시야 보조 기술(VAT) 2-63

실내 0-8

실내 미러 3-33

실내 정기점검/유지관리 7-178

실내등 5-11

실내등 5-12

실내등(도어등) 교체 8-46

실내등 스위치 5-11

실내등(형광등) 5-11

실내등(형광등) 교체 8-46

실외 미러 3-33

실외등 7-158

심각한 배기 장치 고장 경고등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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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시 주행(빗길, 빙판길, 눈길 등) 2-29

안개 속에서의 주행 6-8

안전 벨트 3-35

안전 벨트 경고등 4-68

안전 벨트 관리 
(ISRI 6860/875 NTS 모델 제외) 7-179

안전 제일 2-42

안전하고 자신있는 운전 6-2

안테나 5-20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4-183

알루미늄 휠을 스틸 휠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 7-101

앞유리 김서림 및 서리 제거 5-8

앞유리 와이퍼 및 앞유리 워셔 스위치 4-136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7-155

앞유리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7-155

앞유리 와이퍼 스위치 4-136

앞유리 워셔 7-154

앞유리 워셔 스위치 4-137

앞유리 워셔액 7-154

앞유리나 윈도우에 액세서리 부착 금지 2-44

앞좌석 도어 열기 및 닫기 3-11

앞좌석 도어의 잠금 및 잠금 해제 3-10

액세서리 공기압 부족 경고등 4-105

액슬 샤프트 볼트 점검 7-117

야간 주행 6-8

약어 0-3

어린이 동반 2-16

어린이가 머리나 손을 윈도우 밖으로  
내밀지 못하게 할 것 2-17

어린이를 위해 어른이 반드시 도어를  
열고 닫고 잠글 것 2-17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남겨두지 마십시오 2-16

어린이와 함께 안전벨트 사용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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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인해 도어에 키를 꽂을 수 없거나  
도어를 열 수 없는 경우 6-21

에어 서스펜션 8-24

에어 서스펜션 7-120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  4-95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 작동 중  4-96

에어 서스펜션 차량 높이 경고등  4-96

에어 스프링 점검 7-120

에어 클리너 7-54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점검 7-54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청소 및 교체 7-55

에어 클리너 표시등 4-82

에어 탱크 7-117

에어컨 컴프레서 벨트 7-169

에어컨 필터 7-166

엔진 9-2

엔진 과열 경고등 4-78

엔진 구동 상태에서 정지 및 주차 2-39

엔진 냉각수 7-36

엔진 냉각수 6-18

엔진 냉각수 교체 7-40

엔진 냉각수 보충 7-39

엔진 냉각수 온도계 4-18

엔진 냉각수 준비 7-37

엔진 냉각수가 고온일 경우 2-42

엔진 냉각수량 점검 7-39

엔진 번호 1-5

엔진 상태 7-26

엔진 스톨(꺼짐 현상)이 발생해 재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8-9

엔진 시동 4-4

엔진 시동 4-4

엔진 시동 2-20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차량 주변 확인 2-18

엔진 예열에 대한 권장 사항 2-22

엔진 오일 7-28

엔진 오일 교체 6-18

엔진 오일 및 기어 오일 점도표 7-203

엔진 오일 및 오일 필터 교체 7-32

엔진 오일 및 필터 표시등 4-79

엔진 오일 보충 7-31

엔진 오일 분리기 7-35

엔진 오일 압력 8-21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4-76

엔진 오일 압력 이상 경고 4-77

엔진 오일량 점검 7-28

엔진 오일량 점검 경고등 4-81

엔진 오일의 오염 여부 2-46

엔진 위에 올라가지 말 것 2-47

엔진 점검 8-22

엔진 점검 경고등 4-85

엔진 정지 4-7

엔진 조정은 ISUZU 딜러에게 의뢰할 것 2-48

엔진 토크 감소 경고등 4-113

엔진의 손쉬운 시동 및 비정상적인  
소음 여부 점검 7-26

엔진이 과열될 경우 8-25

연료 6-19

연료 부족 경고등 4-109

연료 절약 조언 4-120

연료 탱크 7-143

연료 탱크 주입구 캡 3-17

연료 탱크에서 침전물 및 물 제거 7-143

연료 필터 7-58

연료 필터 교체(4HK1-TCH 엔진 모델) 7-62

연료 필터 교체(4HK1-TCS 엔진 모델) 7-59

연료 필터 표시등 4-91

연료 필터에서 물 배출 7-67

연료가 고갈될 경우 8-13

연료계 4-19

열악한 상태의 노면(모래 또는 진흙)에서의  
주행

6-14

예비용 타이어 7-112

예비용 타이어 검사 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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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타이어 분리 및 보관 7-113

예열 스위치 4-127

예열 시스템 표시등 4-103

예열 플러그 표시등 4-103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 주행 6-5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작동 2-34

오일 교체 7-134

오일 교체 7-137

오일량 점검 7-132

오일량 점검 7-136

올바른 수화물 적재 2-6

올바른 운전 자세 2-12

옵션 코드 1-4

옷걸이 후크 5-19

와이퍼 고무 엘리먼트 교체 7-157

외부 0-15

외부 정기점검/유지관리 7-174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SCR) 장치 2-54

요소 선택적 촉매 저감(SCR) 장치 4-266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2-44

운전석 도어의 윈도우 스위치 3-14

운전석 및 동승석 재떨이 5-14

운전석 주변 바닥을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할 것 2-11

운전석(ISRI 6860/875 NTS 모델 제외) 3-28

운전석(ISRI 6860/875 NTS 모델) 3-24

운전하기 전에 2-2

원하는 차량 속도 설정 4-176

원하는 차량간 거리 설정 시 4-219

유리와 차체 하부에서 눈 제거 6-14

유압 8-17

유압 경고등   /  
브레이크 경고등(적색) 4-69

윤활표 7-204

이모빌라이저 트랜스폰더 칩이 탑재된 키 3-3

이전에 차량을 주행할 때 이상이 있었던  
부품 점검 7-24

인스트루먼트 패널 센터의 윈도우  
스위치(옵션 : 크루 캡 모델) 3-15

일반적인 엔진 시동 2-62

일반적인 엔진 정지 2-62

일상 점검(작동 전 점검) 7-22

일상 점검(작동 전 점검) 항목 7-22

일상(작동 전) 점검 실시 2-2

임산부 또는 아픈 사람 동반 2-15

잊지 말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 2-23

ㅈ
작동 관련 정보 표시 4-31

작동 점검 4-245

작은 물품 보관용 포켓 5-15

잘못된 AdBlue®(요소수) 경고등 4-115

잠시 정차 후 출발 2-42

장시간 공회전 시 DPD 재생 4-265

재떨이 5-14

재떨이를 사용한 후 2-43

잭 사용 2-45

잭 작동 7-151

잭 적용 지점 7-152

잭의 취급 7-150

저속 및 가속 시 엔진 상태 점검 7-27

저온 지역에서 주행하기 전에 6-12

적합한 기어 변속 2-24

전구 와트수 8-33

전구가 켜지지 않을 경우 8-33

전기 용접 2-49

전기 장치 설치 2-50

전동식 도어 잠금 장치(중앙 도어 잠금 기능) 3-11

전동식 윈도우 3-14

전방 끝 윤곽 표시등 교체 8-47

전방 리드 7-8

전방 안개등 교체 8-42

전방 안개등 스위치 4-131

전방 휠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경우 잭 사용 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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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계 8-30

전압계 디스플레이 4-51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ESC) 4-191

전자식 제동 시스템(EBS)   4-198

전조등 교체 8-34

전조등 레벨링 스위치  4-131

점검 및 조정 시 주의 사항 7-4

정기적으로 차량 검사를 받을 것 2-47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4-63

정기점검/유지관리 경고 설정 4-64

정기점검/유지관리 데이터 4-38

정기점검/유지관리 일정 7-185

정비 제원 9-4

정상 화면 전환 4-49

정지 및 주차 2-36

제동 6-6

조명 제어 스위치 4-128

조절 종료 4-242

조정 및 교체(FRR 모델) 7-170

조정 및 교체(FRR 모델) 7-52

조정 및 교체(FSR 모델) 7-171

조정 및 교체(FSR 모델) 7-53

조향 핸들을 완전히 돌린 상태로 장시간  
두지 말 것 2-47

조향핸들 7-142

좌석 3-22

좌석 천 커버 및 카펫 관리 7-181

주간 주행등 교체 8-44

주요 데이터 및 제원 9-2

주차 2-36

주차 브레이크 7-80

주차 브레이크 걸기 2-36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4-98

주차 브레이크 레버 4-143

주차 브레이크 레버 스트로크 점검 7-80

주차 브레이크 작동 4-144

주차 브레이크 켜짐 경고등 4-119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없을 경우 8-31

주차 시 경사로 출발 보조(HSA) 사용 금지 2-37

주차 시 주의 사항 6-15

주차 후 차량 출발 2-41

주행 2-18

주행 도중에 엔진 정지 금지 2-26

주행 시 주의 사항 6-3

주행 시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말 것  2-46

주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질 경우 8-8

주행 중 차량이 고장날 경우 8-6

주행도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타이어  
바람이 빠질 경우의 대처 방법 2-31

중앙석 3-31

지정된 AdBlue®(요소수)를 사용 중입니까? 2-55

지정된 연료 사용 2-4

ㅊ
차고 센서 점검 7-121

차고지에서 엔진 구동 금지 2-22

차량 개조 금지 2-48

차량 높이 조절 4-240

차량 높이 조절 시스템 4-236

차량 높이 조절 타이머 4-243

차량 높이를 메모리 스위치에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4-241

차량 높이를 미리 프로그래밍된 높이로  
설정하는 방법 4-241

차량 승하차 3-13

차량 위치 점검 7-121

차량 이동 중에 침대 사용 금지 2-27

차량 정차 시 기어 변속 레버를 
작동하지 말 것 2-40

차량 하부가 딱딱한 물체와 부딪힌 경우 2-32

차량 화재시 응급조치 8-7

차량간 거리 경고  4-212

차량간 거리 경고 MID 표시 내용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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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간 거리 경고 관련 장치 4-212

차량간 거리 경고 볼륨 조정 시 4-220

차량간 거리 경고 시 버저 울림 4-220

차량간 거리 경고 표시 및 작동 내용 4-217

차량간 거리 설정 스위치 4-214

차량에 구비된 공구 7-7

차량에 어린이를 동반해 탑승할 경우 4-256

차량에 있는 경고/주의 라벨 0-29

차량에서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기 2-39

차량에서 낮잠 자기 2-38

차량에서 화물 내리기 2-10

차량을 떠날 때 2-41

차량을 장기간 운전하지 않은 경우 2-21

차량이 이동 중일 때는 엔진 구동 상태를  
확실히 유지할 것 2-40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4-202

차폭등 교체 8-39

추운 지역 및 계절 주행 시 주의 사항 6-17

추운 지역에서 주차 6-15

출발 2-34

충분한 휴식 6-2

측면 바람 2-31

측면 방향 지시등 교체 8-41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했거나  
세차한 경우 2-30

ㅋ
카드 홀더 5-15

카메라 청소 경고등 4-110

캡 기울임 경고등 4-94

캡 내리기 7-12

캡 내리기 7-17

캡 내에 연료 및 스프레이 캔을 보관하지 말 것 2-11

캡 위로 기울이기 7-11

캡 위로 기울이기 7-15

캡 틸트 레버 및 그립 7-11

캡 틸팅 7-10

캡과 화물칸 사이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 2-9

커튼 사용 2-11

컨트롤 사용법 5-3

컵 홀더 5-18

콤비네이션 조명 제어 스위치 4-128

크루즈 컨트롤 4-175

크루즈 컨트롤 메인 표시등 4-104

크루즈 컨트롤 설정 표시등 4-104

크루즈 컨트롤 속도 설정 변경 4-178

크루즈 컨트롤 시 가속 4-178

크루즈 컨트롤 재작동 4-182

크루즈 컨트롤 취소 4-180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MID) 내용 4-175

클러치 7-125

클러치 오일 7-122

클러치 오일 교체 7-123

클러치 오일 보충 7-123

클러치 오일 점검 7-122

클러치 유압 시스템 공기빼기 7-123

클러치 점검 7-125

클러치 페달 자유 유격 조정 7-127

키 3-2

키가 사용되는 곳 3-2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3-4

ㅌ

타이어 교체 준비 7-91

타이어 교체(위치 교환) 표시등 4-93

타이어 위치 교환 7-89

타이어 점검 7-83

타이어 체인 분리 방법 6-25

타이어 체인 사용 6-23

타이어 체인 장착 방법 6-24

타이어(ISO 8-볼트 휠) 교체 7-101

타이어(JIS 6-볼트 휠) 교체 7-92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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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와 휠 교체 2-49

터보차저 2-62

틸트/텔레스코픽 조향핸들 3-32

ㅍ
파워 스티어링 오일 7-138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체 7-139

파워 스티어링 오일 표시등 4-92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필터 7-141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필터 청소 7-141

파워 스티어링 오일량 점검 7-138

파워 캡 틸트 시스템 7-14

파워 캡 틸트 시스템 구성품 및 컨트롤 –  
크루 캡 모델 7-15

팬 벨트 7-50

페달 4-142

평균 연비/평균 차량 속도 디스플레이 4-50

폐부품, 폐오일 및 기타 폐기 액체 7-6

폭설시 행동 요령 8-62

표시등 라이트 4-97

퓨즈 및 릴레이 위치 8-48

퓨즈 및 릴레이 위치 8-51

퓨즈와 릴레이 교체 8-48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 4-247

프리텐셔너 장착 안전 벨트와 SRS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와 작동되는 방법 4-250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4-245

프리텐셔너가 장착된 안전 벨트와  
SRS(보조 안전 장치) 에어백 2-59

ㅎ
혼 버튼 4-138

화물을 너무 단단히 고정하지 말 것 2-9

확실한 시야 확보 6-7

환기 5-5

회전 속도계 4-15

후방 방향 지시등, 미등, 정지등 및 후진등 교체 8-45

후방 안개등 교체 8-45

후방 안개등 스위치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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