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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발음 한국어
アークストライク aku sutoraiku 아크 스트라이크

アイ掛け aigake 아이로 화물을 고정하
여 슬링

合図 aizu 신호

合図の方法 aizu no hoho 신호 방법

アイスプライス ai supuraisu 아이 스플라이스

アイナット ai natto 아이너트

アイボルト ai boruto 아이볼트

アウトリガー autoriga 아웃트리거

あだ巻き掛け adamaki gake 1 바퀴 회전 슬링

圧縮荷重 asshuku kaju 압축 하중

圧縮止め asshuku dome 압축 피팅

当てもの atemono 패드

余り返し amarigaeshi 루핑

あや掛け ayagake 하단에서 싱글 걸이로 
슬링

安全荷重 anzen kaju 안전 하중

安全荷重表 anzen kajuhyo 안전 하중 표

安全距離 anzen kyori 안전 거리

安全係数 anzen keisu 안전 계수

安全装置 anzen sochi 안전 장치

アンローダ anroda 언로더

著しい形崩れ ichijirushii katachi 
kuzure

심각한 변형



일본어 발음 한국어
著しい腐食 ichijirushii 

fushoku
심각한 부식

一本つり ippon tsuri 외줄 슬링

移動式クレーン idoshiki kuren 이동식 크레인

移動式クレーン
分類表

idoshiki kuren 
bunruihyo

이동식 크레인 분류표

浮きクレーン uki kuren 해상 크레인

運動 undo 모멘트

運動摩擦力 undo 
masatsuryoku

동적 마찰

A 種 e shu 등급 A

SI 単位 esu ai tani SI 기본 단위

遠心力 enshin ryoku 원심력

横行 oko 횡단

応力 oryoku 응력

押出 oshidashi 러핑아웃

ガーダー gada 거더

介添えロープ kaizoe ropu 가이드 로프

ガイデリック gaiderikku 가이데릭

ガイロープ gairopu 가이 로프

格納型フック kakunogata fukku 리트랙터블 후크

掛け数 kakesu 로프 수

かご差し kagosashi 분할 삽입

荷重 kaju 하중

荷重計 kaju kei 로드 셀



일본어 발음 한국어
加速度 kasokudo 가속

肩掛け katakake 블랙월 걸이 슬링

片フック kata fukku 싱글 후크

滑車 kassha 풀리

滑車装置 kassha sochi 풀리 블록

過負荷制限装置 kafuka seigen 
sochi

과적 제한 장치

過負荷防止装置 kafuka boshi 
sochi

과적 방지 장치

壁クレーン kabe kuren 월 크레인

カム kamu 캠

カラーチェック kara chiekku 색상 확인

緩衝装置 kansho sochi 버퍼 장치

慣性 kansei 관성

起伏 kifuku 기복

基本安全荷重 kihon anzen kaju 기준 안전 하중

基本使用荷重 kihon shiyo kaju 기준 작업 하중

求心力 kyushin ryoku 구심력

キンク kinku 뒤틀림

くくりつり kukuritsuri 베일 슬링 걸이

組合せ滑車 kumiawase 
kassha

결합 풀리

クライミング式 kuraimingu shiki 클라이밍 유형

クラブバケット kurabu baketto 그랩 버킷



일본어 발음 한국어
繰返し荷重 kurikaeshi kaju 반복 하중

クレーン kuren 크레인

クレーン機能付き
ドラグ・ショペル

kuren kinotsuki 
doragu shoperu

크레인 기능으로 드래
그 셔블

クレーン等の定義 kuren to no teigi 크레인 정의

クレーン分類表 kuren bunruihyo 크레인 분류표

クローラクレーン kurora kuren 크롤러 크레인

ケーブルクレーン keburu kuren 케이블 크레인

建設用防護管 kensetsuyo bogo 
kan

건설 공사용 보호 튜
브

公称径 koshokei 공칭 직경

向心力 koshin ryoku 구심력

合成 gosei 합성

合力 go ryoku 합성력

国際単位系 kokusai tani kei 국제 단위계

ゴム手袋 gomu tebukuro 고무 장갑

転がり摩擦力 korogari masatsu 
ryoku

굴림 마찰

最大静止摩擦力 saidai seishi 
masatsu ryoku

최대 정적 마찰

作業開始前打合せ sagyo kaishi mae 
uchiawase

운전 전 회의

作業者の配置 sagyosha no 
haichi

작업자 할당

作業範囲 sagyo hani 운전 범위

作業半径 sagyo hankei 운전 반경



일본어 발음 한국어
作用線 sayo sen 힘의 작용선

作用点 sayo ten 작용점

作用と反作用 sayo to hansayo 작용 및 반작용

3 点調整つり santen chosei 
tsuri

조정된 슬링

G 種 ji shu G 등급

質量 shitsuryo 질량

質量目測 shitsuryo 
mokusoku

무게 예측

ジブ上げ jibu age 지브 인상

ジブ起し jibu okoshi 지브 올리기

ジブ起伏停止装置 jibu kifuku teishi 
sochi

지브 기복 정지 장치

ジブクレーン jibu kuren 지브 크레인

ジブ下げ jibu sage 지브 내리기

ジブの伸縮 jibu no shinshuku 지브 신축 운동

ジブ伏せ jibu fuse 지브 내리기

磁粉探傷 jifun tansho 자분 탐상 시험

絞り shibori 아이를 사용한 올가미

シャックル shakkuru 섀클

重心 jushin 무게 중심

集中荷重 shuchu kaju 집중 하중

重量 juryo 무게

重力の加速度 juryoku no 
kasokudo

중력 가속도



일본어 발음 한국어
使用荷重 shiyo kaju 작업 하중

衝撃荷重 shogeki kaju 충격 하중

ジョー jo 죠

伸縮 shinshuku 신축 운동

心綱 shinzuna 심

ジンポールデリック jimporu derikku 진 폴 데릭

垂直力 suichoku ryoku 수직력

スタッカークレーン sutakka kuren 스태커 크레인

スチフレッグ
デリック

suchifureggu 
derikku

스티프레그 데릭

ストランド sutorando 스트랜드

スリーブ suribu 슬리브

すわり suwari 안정성

静荷重 seikaju 정하중

制限荷重 seigen kaju 제한 하중

静止摩擦係数 seishi masatsu 
keisu

정적 마찰 계수

静止摩擦力 seishi masatsu 
ryoku

정적 마찰

切断荷重 setsudan kaju 파괴 하중

繊維心 seni shin 섬유심

繊維スリング seni suringu 섬유 로프

旋回 senkai 회전

せん断荷重 sendan kaju 전단 하중

走行 soko 주행



일본어 발음 한국어
走行レール soko reru 주행 레일

送配電線接近作業 sohaidensen 
sekkin sagyo

송전선 근처 작업

速度 sokudo 속도

素線 sosen 와이어

素線の切断 sosen no 
setsudan

와이어 절단

体積の略算式 taiseki no 
ryakusan shiki

간단한 체적 계산 방
정식

台付け用ワイヤ
ロープ

daizuke yo waiya 
ropu

정착 와이어 로프

縦つり用クランプ tatetsuri yo 
kurampu

수직 클램프

縦横兼用クランプ juo kenyo 
kurampu

수직 및 수평 클램프

玉掛け tamagake 슬링

玉掛け作業責任者 tamagake sagyo 
sekininsha

슬링 작업 감독관

玉掛け作業動作の
基本例

tamagake sagyo 
dosa no kihonrei

기본 슬링 절차

玉掛け作業の資格 tamagake sagyo 
no shikaku

슬링 작업자 자격

玉掛けする方法 tamagake suru 
hoho

슬링 방법

玉掛けの補助作業 tamagake no hojo 
sagyo

슬링 보조 작업

玉掛け用具 tamagake yogu 슬링 기어

玉掛け用具の
安全係数

tamagake yogu 
no anzen keisu

슬링 기어 안전율

玉掛け用具の選定 tamagake yogu 
no sentei

슬링 기어 선택

玉掛け用具の選定
フロー例

tamagake yogu 
no sentei furo rei

슬링 기어 선택 흐름 
예



일본어 발음 한국어
玉掛け用具の強さ tamagake yogu 

no tsuyosa
슬링 기어 강도

玉掛け用具の点検 tamagake yogu 
no tenken

슬링 기어 검사

単位記号 tani kigo 단위

端末処理 tanmatsu shori 끝단 마감 처리

チェーンスリング cheen suringu 체인 슬링

チェーンの伸び cheen no nobi 체인 연장

力 chikara 힘

力の合成 chikara no gosei 힘의 합성

力の三要素 chikara no san 
yoso

힘의 3 요소

力のつり合い chikara no tsuriai 힘의 균형

力の分解 chikara no bunkai 힘의 분해

力のモーメント chikara no 
momento

힘의 모멘트

地切り jigiri 리프트오프

張力係数 choryoku keisu 장력 지수

直径の減少 chokkei no 
gensho

줄어든 직경

つち形クレーン tsuchigata kuren 해머 헤드 크레인

つり上げ荷重 tsuriage kaju 인양 하중

つり角度 tsuri kakudo 슬링 각도

つり具 tsurigu 슬링 기어

つりクランプ tsuri kurampu 클램프

つりチェーン tsuri cheen 체인



일본어 발음 한국어
つりビーム tsuri bimu 리프팅 빔

定格荷重 teikaku kaju 정격 하중

定格荷重曲線 teikaku kaju 
kyokusen

정격 하중 곡선

定格総荷重 teikaku so kaju 정격 총 하중

定格速度 teikaku sokudo 정격 속도

定滑車 tei kassha 고정 풀리

鉄道クレーン tetsudo kuren 로코모티브 크레인

デリック derikku 데릭

テルハ teruha 텔퍼

天井クレーン tenjo kuren 천장 크레인

電波障害 dempa shogai 전파 방해

動荷重 do kaju 동하중

動滑車 do kassha 움직 풀리

共つり tomotsuri 함께 인상

トラッククレーン torakku kuren 트럭 크레인

鳥居形デリック torii gata derikku 트윈 필라 데릭

トロリ式 torori shiki 트롤리 유형

荷の誘導 ni no yudo 하중 안내

ねじり荷重 nejiri kaju 비틀림 하중

ノギス nogisu 슬라이드 캘리퍼

橋形クレーン hashigata kuren 브릿지 크레인

外れ止め装置 hazuredome 
sochi

래치 시스템



일본어 발음 한국어
破断荷重 hadan kaju 파괴 하중

ハッカー hakka 해커

速さ hayasa 속도

半掛け hangake 1 회전 슬링

引込み hikikomi 러핑인

引込みクレーン hikikomi kuren 수평 러핑 크레인

比重 hiju 비중

引張荷重 hippari kaju 인장 하중

開き hiraki 개구부

フィラー線 fuira sen 필러 와이어

複合荷重 fukugo kaju 조합 하중

服装 fukuso 작업복

普通より futsu yori 보통 꼬임

フック fukku 후크

フックの開き fukku no hiraki 후크 개구부

フックの摩耗 fukku no mamo 후크 마모

物体の安定 buttai no antei 안정성

ブラスキンク purasu kinku 양의 뒤틀림

ブレーキ bureki 브레이크

フローティング
クレーン

furoteingu kuren 해상 크레인

分解 bunkai 분해

分布荷重 bumpu kaju 분포 하중



일본어 발음 한국어
分力 bunryoku 성분력

平行力 heiko ryoku 평행력

へび口 hebiguchi 아이 스플라이스

ベルトスリング beruto suringu 벨트 슬링

ホイールクレーン hoiru kuren 휠 크레인

ホイスト hoisuto 호이스트

ホイスト式 hoisuto shiki 호이스트 유형

防護ゲート bogo geto 보호문

補助具 hojogu 슬링 액세서리

補巻上げ ho makiage 지브 인상

補巻下げ ho makisage 지브 내리기

マイナスキンク mainasu kinku 음의 뒤틀림

巻上げ maki age 인상

巻下げ maki sage 내리기

巻差し maki sashi 분할 삽입

巻過警報装置 makisugi keiho 
sochi

오버와인딩 알람 장치

巻過防止装置 makisugi boshi 
sochi

오버와인딩 방지 장치

まくら makura 베어러 블록

曲げ荷重 mage kaju 굽힘 하중

摩擦力 masatsu ryoku 마찰

目掛け megake 아이로 화물을 고정하
여 슬링

めっき mekki 도금



일본어 발음 한국어
目通し medoshi 아이를 사용한 올가미

モード係数 modo keisu 모드 인수

モーメント momento 모멘트

もっこ mokko 와이어 넷 슬링

油圧ショベル yuatsu shoberu 유압 굴삭기

揚貨装置 yoka sochi 카고 호이스트

揚程 yotei 인상 높이

横つり用クランプ yokotsuri yo 
kurampu

수평 클램프

呼出し yobidashi 호출

ラウンドスリング raundo suringu 라운드 슬링

ラジオ電波 rajio dempa 전파

ランウェイ ran uei 주행로

ラングより rangu yori 랭 꼬임

リフティング
マグネット

rifuteingu 
magunetto

인양 자석

量記号 ryo kigo 정량자

両フック ryo fukku 더블 후크

ロープ加工技能士 ropu kako ginoshi 로프 가공 기능사

ロープの腐食 ropu no fushoku 로프 부식

ロープバランス式 ropu baransu 
shiki

로프 균형 유형

ロック加工 rokku kako 잠금

ロック装置 rokku sochi 잠금 장치



일본어 발음 한국어
ワイヤロープ waiya ropu 와이어 로프

ワイヤロープ１より waiya ropu 
hitoyori

와이어 로프 1 회 꼬
임

ワイヤロープの強度
低下

waiya ropu no 
kyodo teika

와이어 로프의 강도 
저하

ワイヤロープの径 waiya ropu no kei 와이어 로프 직경

ワイヤロープの選定
計算

waiya ropu no 
sentei keisan

와이어 로프 선택 계
산

割差し warizashi 와인딩 삽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