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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발음 한국어
アウターマスト auta masuto 외부 마스트

アシストグリップ ashisuto 
gurippu

어시스트 그립

圧縮応力 asshuku 
oryoku

압축 응력

安全装置 anzen sochi 안전 장치

安全率 anzen ritsu 안전 계수

安定度 anteido 안정성

1 輪操向車 ichirin soko sha 단륜 조향 차량

インチング inchingu 인칭

インナーマスト inna masuto 내부 마스트

ウインカランプ uinka rampu 깜박이

ウォーター
セパレータ

uota separeta 수분 분리기

運転操作 unten sosa 작동

運動摩擦力 undo masatsu 
ryoku

동적 마찰

エアクリーナー ea kurina 에어 클리너

エンジンフード enjin fudo 엔진 후드

エンジンマウント enjin maunto 엔진 마운트 

遠心力 enshin ryoku 원심력

応力 oryoku 응력

オルタネータ orutaneta 알터네이터

回転状態 kaiten jotai 회전 상태

カウンタウェイト kaunta ueito 평형추



일본어 발음 한국어
過荷重 kakaju 과부하

過給機 kakyuki 슈퍼차저

過給機
（ターボチャージャ）

kakyuki (tabo 
chaja)

슈퍼차저
(터보차저)

加減速 ka gen soku 가속 및 감속

下降 kako 하강/하강

荷重 kaju 하중

荷重曲線 kaju kyokusen 하중 곡선

荷重中心 kaju chushin 하중 중심

加速度 kasokudo 가속

ガソリンエンジン gasorin enjin 가솔린 엔진

過電流制限装置 kadenryu 
seigen sochi

과전류 제한 장치

慣性 kansei 관성

慣性力 kansei ryoku 관성력

基準荷重中心 kijun kaju 
chushin

표준 하중 중심

基準負荷状態 kijun fuka jotai 표준 적재 조건

基準無負荷状態 kijum mufuka 
jotai

표준 무적재 조건 

キャスタホイール kyasuta hoiru 캐스터 바퀴

吸・排気装置 kyu haiki sochi 공기 흡입 및 배기 장
치

求心力 kyushin ryoku 구심력

許容応力 kyoyo oryoku 허용 응력



일본어 발음 한국어
許容荷重 kyoyo kaju 허용 하중

許容荷重表 kyoyo kaju hyo 허용 하중 다이어그램

クラッチ kuracchi 클러치

クラッチペダル kuracchi 
pedaru

클러치 페달

クラッチマスター
シリンダー

kuracchi 
masuta 
shirinda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クラッチレリーズ
シリンダー

kuracchi rerizu 
shirinda

클러치 릴리스 실린더

グロープラグ guro puragu 예열 플러그

クロスビーム kurosu bimu 크로스빔

警報装置 keiho sochi 알람 시스템

高圧ガス燃料装置 koatsu gasu 
nenryo sochi

고압 가스 연료 시스템

後傾 kokei 뒷기울기

合力 goryoku 합성력

コンタクター kontakuta 접촉기

コントローラー kontorora 컨트롤러

最高下降速度 saiko kako 
sokudo

최대 하강 속도

最高上昇速度 saiko josho 
sokudo

최대 인상 속도

最小旋回半径 saisho senkai 
hankei

최소 회전 반경

最小直角通路幅 saisho 
chokkaku tsuro 
haba

최소 직각 교차 통로 
폭



일본어 발음 한국어
最大荷重 saidai kaju 최대 하중

最大けん引力 saidai kenin 
ryoku

최대 견인력

最大揚高 saidai yoko 최대 인상 높이

最低地上高 saitei chijoko 최저 지상고

サイドローラ saido rora 사이드 롤러

作業開始前点検 sagyo kaishi 
mae tenken

운전 전 점검 목록

差込み sashikomi 인서트/인서션

作動油 sadoyu 유압유

シート shito 운전석

質量 shitsuryo 질량

始動性 shido sei 시동성

始動装置 shido sochi 시동 장치

締め付け shimetsuke 조임

車体の長さ shatai no 
nagasa

포크 면까지의 길이

収縮 shushuku 수축/수축

重心 jushin 무게 중심

充電器 judenki 배터리 충전기

充電装置 juden sochi 배터리 충전 시스템

潤滑装置 junkatsu sochi 윤활 장치

上昇 josho 인상/인상

伸長 shincho 연장/연장부



일본어 발음 한국어
すえ切り suekiri 고정 스윙

スターティング
モータ

sutateingu 
mota

시동 모터

静止摩擦力 seishi masatsu 
ryoku

정적 마찰

制動装置 seido sochi 브레이크 시스템

前傾 zenkei 앞기울기 

全高 zenko 전고

前照灯 zenshoto 전조등

全長 zencho 전장

操向 soko 조향

走行時基準負荷状態 sokoji kijun 
fuka jotai

주행 시 표준 적재 조
건

走行時基準無負荷
状態

sokoji kijum 
mufuka jotai

주행 시 표준 무적재 
조건

走向装置 soko sochi 구동 시스템

操向装置 soko sochi 조향 시스템

走行ブレーキ soko bureki 주행 브레이크

操作 sosa 조작/운전

操作手順 sosa tejun 운전 절차

速度 sokudo 속도

ソリッドタイヤ soriddo taiya 솔리드 타이어

ターンシグナル
ランプ

tan shigunaru 
rampu

방향 지시등

単位体積質量 tani taiseki 
shitsuryo

단위 부피당 질량



일본어 발음 한국어
チェーンホイール cheen hoiru 체인 휠

力の大きさ chikara no 
okisa

힘 크기

力の合成 chikara no 
gosei

힘의 합성

力の作用点 chikara no 
sayoten

작용점

力の三要素 chikara no 
sanyoso

힘의 3요소

力のつり合い chikara no 
tsuriai

힘의 균형

力の分解 chikara no 
bunkai

힘의 분해

力の方向 chikara no 
hoko

힘의 방향

駐車ブレーキ chusha bureki 주차 브레이크

直角積付通路幅 chokkaku 
tsumitsuke 
tsuro haba

직각 적재 통로 폭

積付け tsumitsuke 스태킹

積取り tsumitori 적재

ディーゼルエンジン deizeru enjin 디젤 엔진

定格荷重 teikaku kaju 정격 하중

定期自主検査 teiki jishu 
kensa

정기 자가 검사

抵抗器 teikoki 레지스터

ティルティング tirutingu 틸팅

ティルトシリンダ tiruto shirinda 틸트 실린더



일본어 발음 한국어
デファレンシャル defarensharu 차동

点火装置 tenka sochi 점화 시스템 

電動機 dendoki 전기 모터

電流計 denryu kei 전류계

灯火装置 toka sochi 점등 장치

登坂能力 tohan noryoku 등판 능력

動力伝達装置 doryoku 
dentatsu sochi

파워 트랜스미션 시스
템

特定自主検査 tokutei jishu 
kensa

특정 자주 검사

特定自主検査済標章 tokutei jishu 
kensa zumi 
hyosyo

특정 자주 검사 확인 
스티커

ドライブホイール doraibu hoiru 구동 휠

トランスミッション toransu 
misshon

트랜스미션

取りおろし tori oroshi 하역

トルクコンバータ toruku kombata 토크 컨버터

トルコン車 torukon sha 토크 컨버터 차량

トレッド後輪 toreddo korin 후륜 윤간 거리 

トレッド前輪 toreddo zenrin 전륜 윤간 거리 

内燃機関（エンジン） nainen kikan 
(enjin)

내연 기관(엔진)

荷役装置 nieki sochi 적재/하역 장치

ニューマチック
タイヤ

nyumachikku 
taiya

공기 타이어



일본어 발음 한국어
2 輪操向車 nirin sokosha 복륜 조향 차량

燃料給油口 nenryo kyuyu 
ko

연료 주입구

燃料装置 nenryo sochi 연료 시스템

排気の状態 haiki no jotai 배기 가스 상태

配線 haisen 배선

バックミラー bakku mira 백미러

バックレスト bakku resuto 백레스트

バックレスト高さ bakku resuto 
takasa

백레스트 높이

バッテリ batteri 배터리

バッテリフード batteri fudo 배터리 후드

パレット paretto 팔레트

引抜き hikinuki 결함/철수

ひずみ hizumi 스트레인

ピックアップ pikku appu 픽업

ヒューズ hyuzu 퓨즈

ファイナルドライブ fainaru doraibu 최종 구동

フィンガーバー
（フィンガバー）

finga ba 핑거바

フォーク foku 포크

フォークストッパ foku sutoppa 포크 스토퍼

フォーク調整間隔 foku chosei 
kankaku

포크 스프레드



일본어 발음 한국어
フォークなし全長 foku nashi 

zencho
전장(포크 암 제외)

フォークの厚さ foku no atsusa 포크 두께

フォークの長さ foku no nagasa 포크 길이

4 サイクルディーゼル
エンジン

fo saikuru 
dizeru enjin

4행정 디젤 엔진

負荷状態 fuka jotai 적재 조건

不凍液 futo eki 부동액

プラギング操作 puragingu sosa 플러깅

フリーリフト furi rifuto 자유 인상 높이

ブローバイガス
還元装置

burobai gasu 
kangen sochi

블로바이 가스 저감 장
치

プロペラーシャフト puropera 
shafuto

구동 축

フロントオーバ
ハング

furonto oba 
hangu

프론트 오버행

フロントホイール furonto hoiru 전륜

噴射ノズル funsha nozuru 연료 분사 노즐

ベクトル bekutoru 벡터

ヘッドガード heddo gado 헤드 가드

ヘッドガード高さ heddo gado 
takasa

헤드 가드 높이

偏荷重 hen kaju 불평형 부하

弁すき間 ben sukima 밸브 간극

ホイールベース hoiru besu 축간 거리

マイクロスイッチ maikuro suitchi 마이크로 스위치



일본어 발음 한국어
摩擦クラッチ masatsu 

kuracchi
마찰 클러치

マスト傾斜角 masuto keisha 
kaku

마스트 경사각

マストサポート masuto sapoto 마스트 지지

マスト高さ masuto takasa 마스트 높이

密度 mitsudo 밀도

無負荷状態 mufuka jotai 무적재 조건

モーメント momento 모멘트

油圧回路 yuatsu kairo 유압 회로

油圧駆動装置 yuatsu kudo 
sochi

유압 구동

油圧シリンダー yuatsu shirinda 유압 실린더

油圧制御装置 yuatsu seigyo 
sochi

유압 제어 장치

油圧装置 yuatsu sochi 유압 시스템

油圧発生装置 yuatsu hassei 
sochi

유압 제너레이터

油圧モータ yuatsu mota 유압 모터

リーチ量 richi ryo 리치 길이

リーチレッグ richi reggu 리치 레그

リフトシリンダ rifuto shirinda 리프트 실린더

リフトチェーン rifuto cheen 리프트 체인

リフトブラケット rifuto buraketto 리프트 브래킷

リフトローラ rifuto rora 리프트 롤러

リヤーホイール riya hoiru 후륜



일본어 발음 한국어
リヤオーバハング riya oba hangu 리어 오버행

冷却装置 reikyaku sochi 냉각 시스템

レギュレータ regyureta 레귤레이터

ロードホイール rodo hoiru 로드 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