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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klift truck is a very convenient transportation vehicle and widely used in industries. However, a lot of overturn accidents 
occur during operation because of poor understanding on the stability of forklift trucks. The stability of a forklift is defined by the 
minimum slope of the ramp where a forklift truck overturns. According to the KS BISO 22915-2 code, the stability is determined from the 
four kinds of stability tests. The equations for the stability of a forklift truck were proposed already in several published literatures and the 
equations can be used conveniently to estimate the stability and examine the effects of design parameters in forklift trucks. However, 
because the detail derivation procedure was omitted, it is very difficult to examine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equations and to modify 
the equations for other types of forklift trucks. In this paper the stability equations were derived again with detail derivations for the four 
kinds of stability tests. And the effects of acceleration or centrifugal forces were also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equations and minor 
corrections were also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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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1)에 따르면 2013년도 운반, 
인양 설비 및 기계에 의한 사망자가 122명인데 이중 

지게차(forklift truck)에 의한 사망자가 34명이 되어 운

반 및 인양 기계 사망자 중 지게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

게차에 의한 사망자 287명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지
게차의 넘어짐 및 깔림에 의한 사망자가 62명으로, 부
딪힘 및 접촉에 의한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을 

알 수 있다1,2). 따라서 운반, 인양 설비 및 기계에 의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게차의 넘어짐 및 깔림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게차에 관련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1993년 

전귀동 등3)은 지게차의 안정도를 법적규제와 비교하기 

위하여 지게차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안정도 식을 제

시하여 시험으로 구해진 안정도와 비교하였다. 박윤규4)

는 지게차 운행과 관련된 국외 주요국가의 제도를 국내

의 관리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고, 한
솔5)은 지게차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및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보완점을 제시하였

다. 박대식 등6)은 지게차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연

구하였으며, 지게차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잠

재위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귀동 등3)이 도출한 안정

도 계산식과 ANSYS를 사용하여 지게차의 동적안정성

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성이 지게차 설계에 반

영되어야 하며 동적 안정성이 지게차 안전운행지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의 지게차 관련 연구로 박재학 등7), 신운철 등8),

은 지게차의 재해통계, 사례 등을 통하여 작업의 위험

성을 규명하고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게차에 

대한 국내 기준과 국외 기준을 비교하여 국내 기준의 

적정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영내 등9) 은 속도계를 활

용하여 지게차 사고를 해석하였고, 채종민10)은 지게차 안

전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Lambert 등11)은 지게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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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가속도 

및 원심력이 작용될 경우 안정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의 안정도는 시험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2)과 KS BISO 22915-113) 및 KS BISO 22915-214)에

서 규정하고 있다. 
전귀동 등3)은 지게차의 안정도에 대한 식을 제시하

고 있으나 유도 과정이 생략되어 식을 확인하고 발전

시키는데 제약이 있고,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어, 이 

본 논문에서는 전귀동 등이 제안한 식을 다시 자세히 

유도하여 유도과정을 설명하고, 또한 가속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더 발전된 지게차의 안정도 식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지게차의 안정도

 2.1 안정도 삼각형

지게차의 안정도는 2개의 전륜의 접지점과 후륜차

축의 중심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용하며 평가

하며, 이 삼각형을 안정도 삼각형(stability triangle)이라 

칭한다. Fig. 1에서 삼각형 ABC가 안정도 삼각형이다. 
무부하일 때의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의 무게중심은 

안정도 삼각형 안에 머물게 된다. 그렇지만 화물을 쇠

스랑(fork)으로 올리거나 경사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또는 감속하거나 회전하는 경우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전체 무게중심이 안정도 삼각형을 벗어나면 지게차의 

넘어짐이 발생하게 된다.

2.2 전후 안정도

지게차의 안정도는 전후와 좌우 방향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며 이를 각각 전후 안정도와 좌우 안정도라고 

한다. 전후 안정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부하일 때는 지게차 자체의 무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안정도 삼각형 내에 있으

며, 쇠스랑에 하중을 가할수록 지게차 중량과 화물의 

하중이 고려된 전체 무게중심이 전륜 차축 쪽으로 이

동하게 된다. 전체 무게중심이 Fig. 1의 선분 BC를 벗

어나게 되면 지게차는 전방으로 넘어지게 된다. 
지게차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가속의 경우는 무게중심이 후방

으로 이동하므로 안정도가 오히려 향상되나 브레이크

를 밟아 감속이 되는 경우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

하여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아 

감속이 너무 잘 될 경우 전후 방향 넘어짐의 위험성이 

Fig. 1. Stability triangle15) 

커진다. 반면, 이를 고려하여 브레이크 성능을 낮출 경

우 정지거리가 길어져 충돌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적절

한 브레이크 성능을 결정하여야 한다11). 

2.3 좌우 안정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무게중심이 Fig. 1의 안정도 

삼각형 내부에 위치하면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화물의 중량, 도로의 경사 또는 회전 시의 원심

력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안정도 삼각형의 선분 AB 또
는 선분 AC 밖으로 벗어나면 좌우 방향으로 넘어지게 

된다. 
화물의 중량이 커질 경우 전체 무게중심이 Fig. 1의 

선분 BC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전후 넘어짐에 대한 안

정도는 감소하지만 선분 AB 및 AC 와의 거리가 멀어

지므로 좌우 넘어짐에 대한 안정도는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지게차의 좌우 넘어짐에 의한 사고는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된다11).
지게차가 회전운동을 하는 경우 원심력이 작용하여 

전체 무게중심이 안정도 삼각형을 벗어날 수 있다. 원
심력은 회전반경에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

므로 좌우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회전반경

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2.4 법적 규제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의하면 

안정도는 전후 및 좌우 안정도로 규정되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2).

지게차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

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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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지게차의 기준부하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구배가 100분의 4(지게차의 최대하중

이 5 ton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인 지면

Case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100분의 18인 지면

또한 지게차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

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Case 3: 지게차의 기준부하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6인 지면

Case 4: 지게차의 기준무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단위 km/h)에 1.1을 곱

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지게차의 안정도는 계산에 의한 값이 아닌 실제 측정

된 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KS BISO 
22915-113) 및 KS BISO 22915-214)에 규정되어 있다.

3. 무게중심

지게차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Fig. 2(a)의 전륜차축에

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수평거리 와 지면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로 표현된다. 차량의 무게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수정반

작용법에서는 차량을 수평상태로 유지하여 전륜차축 

하중을 측정한 다음, Fig. 2(b)에서와 같이 30°∼40°정
도 기울인 상태로 차량의 후륜차축을 들어 올려 전륜

에 작용되는 하중 변화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와 

를 구한다17).
수평상태일 때 지게차 전륜에 걸리는 하중 와 지

게차 중량  사이는 다음 관계가 성립된다.

 


 (1)

여기서 L은 Fig. 2(a)에 표시된 축간거리이다. 지게차

의 중량 를 알고 있고, 실험적으로 를 구하였을 때 

식 (1)로부터 를 구할 수 있다. 
지게차를 Fig. 2(b)와 같이 기울였을 때 전륜하중 ′

는 전방 경사각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한다. 

′ ′
′′

 (2)

여기서 ′  및 ′는 Fig. 2(b)에 도시된 길이이며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  tantancos (3)

′   tancossin (4)

여기서 는 무부하상태의 전륜 반지름, 은 무부

하상태의 후륜 반지름이다. 식 (3)과 (4)를 식 (2)에 대

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 tantan
 tantan

 (5)

이를 지면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에 관하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16).

 tan
 ′  ′tan

 (6)

(a)

(b)

Fig. 2. The center of gravity of unload forklift truc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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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후 안정도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1은 하역작업 시 지

게차의 전후 안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로 인양높이는 최

대이며 마스트의 상태는 수직인 상태이다. 이때 전체 

무게중심  ′의 위치는 식 (7), (8)과 같다3). 

 

 (7)

 

 (8)

여기서 는 화물의 무게중심 높이, 는 화물의 하

중, 은 Case 1의 상태일 때 지면에서부터 무게중심

의 높이, 는 지게차 전륜차축에서부터 화물의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전륜차축 전방은 (-)값, 후방은 

(+)값으로 정의), 은 지게차 전륜차축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이다. 다만 화물은 지게차 전륜차

축의 전방에 위치하므로 값이 (-)가 됨에 유의하여

야 한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2는 주행 시 지게차

의 전후 안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로 인양 높이는 주행

상태, 마스트의 높이는 최후방이다. 이때 전체 무게중

심의 위치는 식 (9), (10)과 같다3). 

 

 (9)

 

 (10)

여기서 는 Case 2의 상태일 때 지면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높이, 는 지게차 전륜차축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이다. 

Fig. 3. Condition of stability in Case 1. 

Fig. 4. Condition of stability in Case 2. 

지게차의 안정도는 경사로의 경사도를 이용하여 규

제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된 안정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는 지게차의 넘어짐이 발생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를 계

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시험별 안정도 계산식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 (11)

  
 × (12)

여기서 은 Case 1의 안정도 이며, 는 Case 2의 안

정도이다. 
전륜과 후륜 타이어의 눌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지게차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이므로 식 (11)과 식 (12)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3).

  



 × (13)

  



 × (14)

여기서 , 는 각 지게차의 시험상태에서 전 중

량이 전륜에 가해지는 경우와 수평상태인 경우일 때의 

타이어 눌림량 차이이며, , 는 수평상태에서의 

후륜의 타이어 눌림량이다.
지게차 자체의 무게 , 화물의 무게 , 전륜차축에

서부터 전체하중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인 경우 

정지 상태에서 전륜의 두 접지점을 잇는 선을 기준으

로 하는 전후 방향 모멘트 는 식 (15)와 같이 표현

된다. 가 음의 값이 되면 전방으로 지게차의 넘어지

게 된다.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에서의 안정도 해석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년 5

  × (15)

지게차가 가속 또는 감속함에 따라 지게차 전방으로 

가속도 a가 발생하면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

성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지게차에 작용하는 전후 방향 

모멘트 M1은 식 (16)과 같이 된다. 

  × 







×




 

   

 (16)

여기서 는 화물과 지게차의 전체 무게중심 높이

이고 는 중력가속도이다. 
식(16)에서 가속도 a가 양의 값이면 M1이 증가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로 되고, 음의 값이 되면 보다 불안정

한 상태가 된다. 가속도의 존재는 전륜에서부터 전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를 변화시키며 변화의 정도는 

가속도와 무게중심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감속 중

의 지게차에 한해서 안정도가 감소되며 이를 Case 2의 

안정도 계산식에 대입하면 식 (17)과 같이 된다16). 

  
 × (17)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8)

타이어의 눌림량에 의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식 (17)
은 다음과 같이 된다. 

  



 × (19)

여기서 , 는 각 지게차의 시험상태에서 전 중

량이 전륜에 가해지는 경우와 수평상태인 경우일 때의 

타이어 눌림량 차이인데, 전 중량에는 가속도에 의한 

하중까지 포함한다. , 는 수평상태에서의 후륜의 

타이어 눌림량이다.

5. 좌우 안정도

전후 안정도는 Fig. 1의 안정도 삼각형에서 선분 BC
를 기준으로 안정도를 정의하였지만 좌우 안정도에서

Fig. 5. Condition of stability in Case 3.

는 Fig. 1의 안정도 삼각형에서 선분 AB 또는 AC를 기

준으로 안정도를 정의하게 된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3은 하역작업 시 지

게차의 좌우 안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Fig. 5에서와 

같이 인양높이는 최대이며 마스트의 상태는 최후경인 

상태이다. 이때 전체 무게중심은 다음 식 (20), (21)과 

같다3). 

 

 (20)

 

 (21)

여기서 는 Case 3의 상태일 때 지면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높이, 는 지게차 전륜차축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이다. 
Fig. 6은 Case 3에서의 안정도 삼각형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삼각형 PQR이 안정도 삼각

형이다. 여기서 P 및 Q 점은 각각 두 전륜의 접지점이 

되고, R은 후륜차축의 중심이다. 따라서 P 및 Q 점은 

높이가 0이나, R점은 중심핀의 높이가 되며 이 높이를 

라 한다. 그림에서  ′점은 전체하중의 무게중심, N
점은  ′점에서 수평 바닥에 수직선을 내린 경우의 점

이고, M점은 수직선과 안정도 삼각형이 만나는 점이

다. 그리고 각 PRQ의 반을 T라고 한다. 전륜차축의 길

이를 라고 하면 cos는 식 (22)와 같다.

cos  
 (22)

Fig. 6의 안정도 삼각형 내에서 M점에서 선분 QR에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를 이라 하면 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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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같이 된다. 

  

×


 (23)

Fig. 6의 M점의 높이는 ×  이므로 M점에서 

전체하중의 무게중심  ′점까지 거리를 이라 하면 

은 식 (24)와 같이 표현된다. 

  

 (24)

  및 로부터 좌우 안정도는 다음 식 (25)와 같이 

정의된다. 

  
 × (25)

식 (23)과 식 (24)를 식 (25)에 대입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cos 


× (26)

좌우 타이어의 눌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지게차는 

좌우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이므로 식 (25)는 다

음과 같이 수정된다(3). 

  



 × (27)

Fig. 6. Stability triangle in Case 3.

여기서 는 전․후륜의 좌 또는 우측에 전 하중 

작용 시 전륜타이어의 눌림량이다.

5.1 기준 무부하 주행상태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4에서는 주행상태에

서 지게차의 좌우 안정도를 측정한다. Fig. 7에서 P점 

및 Q점은 두 전륜의 접지점, S점은 한 쪽 후륜의 접지

점을 의미한다. 안정도 측정 시 S점의 후륜은 선분 QR
에 나란하게 정렬되어야 하며13,14), 선분 QR은 경사판

에서의 경사축이 되어야 한다. 즉 선분 QR에 대한 수

직방향이 경사 방향이 되어야 한다. 
Fig. 7에서 는 전륜차축에서부터 전체 무게중심까

지의 수평거리이며, Fig. 7의 O점에서 차체까지의 거리 

는 안정도 삼각형 빗변까지의 거리 과 빗변에서부

터 차체까지의 거리 로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8)

지게차 무게중심에서 안정도 삼각형 빗변까지의 수

평거리 은 후륜차축 중심과 전륜 접지점이 이루는 

각 를 이용하여 식 (29)와 같이 표현된다. 

  sin (29)

여기서 si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n 
 (30)

안정도 삼각형 빗변에서부터 차체까지의 수평거리 

는 다음 식 (31)과 같이 표현된다. 

 

× (31)

여기서 은 가 이등분하는 안정도 삼각형 빗변 

중 전륜 쪽, 는 후륜 쪽, 는 안정도 삼각형 빗면에

서부터 후륜 접지점까지의 거리이다. 
은 Fig. 7의 선분 QR에서 선분 MR 길이를 빼면 

얻어지므로 식 (32)와 같이 표현된다.

 cos


co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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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dition of stability in Case 4. 

좌우 킹핀(kingpin)의 간격을  ′라 하면 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cos
 ′
 (33)

핸들을 돌리면 후륜은 킹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며, 이때 킹핀축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이라고 가정

한다. 킹핀축의 연장선이 지면과 교차하는 점을 중심

으로 하여 후륜의 접지점이 회전하는 반경을 라 하

면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34)

, , 가 구해지면 E2는 식 (31)에서 구해지고, 
또한 E는 식 (28)에서 구해진다. 

Case 4의 전체 무게중심의 높이는 Case 2에서와 동

일하므로 는 식 (9)와 같이 표현되며, Fig. 7의 안정

도 삼각형을 기준으로 Case 4의 안정도를 정의하면 안

정도는 식(35)와 같이 된다.

  
 × (35)

그러나 실험적으로 Case 4의 안정도를 구할 경우는 

Fig. 7의 선분 QS가 넘어짐의 기준선이 되므로 이때의 

안정도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cos × (36)

여기서 은 Fig. 7에서 선분 QR과 선분 QS가 이루

는 각도로 식 (37)과 같이 정의된다. 

tan 
 (37)

즉  cos  은 O점에서 QS에 수직으로 내린 선분

의 길이가 된다. 참고문헌 3에서는 식(36)과 다르게 

Case 4에 대한 안정도 식을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안정도 삼각형을 기준으로 안정도를 정의하는 경우 

식 (35)의 정의를 사용하여야 하고, 후륜이 한 개인 지

게차에 대한 Case 4 시험의 경우도 식 (35)의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Case 4의 시험에서 넘어짐이 발생되

는 기준선이 Fig. 7의 선분 QS가 되는 경우는 식 (36)
의 정의를 사용하면 시험 결과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좌우 타이어의 눌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식 (35)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cos× (38)

여기서 는 타이어 눌림량에 대한 보정구배이다. 
식 (35) 또는 식 (36)에서 주고 있는 안정도에는 회

전에 의한 원심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는 시험에서 측정된 값보다 작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운행 시 발생되는 원심력을 고

려하여 Case 4의 안정도 계산식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계산식에서는 지게차가 일정한 회전반경으

로 회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화물이 있는 경우에

는 회전 시 원심력이 전체 무게중심에 작용하며 화물

의 낙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정지 상태에서 화물의 무게 , 지게차의 중량이 

인 지게차의 무게중심에서 안정도 삼각형의 빗변까지

의 거리를 이라고 하였을 때 Fig. 7의 선분 QR을 기

준으로 작용하는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 (39)

회전 반경 , 속도 로 회전 시 지게차에는 원심력

이 작용하며 원심력은 전체 무게중심인 Fig. 7의 O점

에 선분 ON과 의 각도를 이루면서 작용한다고 한

다. 이때 작용하는 원심력에 따른 모멘트는 식 (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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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된다. 

  











 (40)

지게차 회전 시 모멘트는 무게중심의 높이와 화물의 

무게, 지게차의 무게에 영향을 받으며 회전반경이 작을

수록, 속도가 높을수록 좌우 방향 안정도는 감소한다.
식 (40)을 Case 4의 안정도인 식 (38)에 대입하면 식 

(41)이 얻어진다.

  


cos× (41)

여기서 는 원심력의 영향을 고려한 항으로 식 

(42)와 같이 정의된다. 

 


 (42)

6. 결 론

지게차의 안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식들을 유도

하였다. 자세한 유도 과정을 밝혀 정확성을 확인하고 

다른 종류의 지게차 안정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식들은 지게차의 설

계에서 각 설계변수가 안정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 KS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게차 안정도 시험 4가지

에 대하여 안정도 식을 유도하였다.
2. 유도된 식들은 문헌에서 제시된 식들과 유사하나 

주행 중 좌우 안정도를 구하는 식은 다르게 표현되었다.
3. 가속도와 원심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안

정도 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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