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방법”

푸른 선(BLUE) : 전진
붉은 선 (RED) : 후진

*실기시험이 시작되면 수험자는 정지되어있는 지게차에 올라 준비조작을 1분만에 한다.

1분 안에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지게차에 올라 맨 처음 안전벨트를 한다. 그리고, 작업브레이크를 밟고 중립기어를 놓고 시
동키를 돌려 시동을 건다.

-작업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를 푼다.(밀면 풀리고 앞으로 당기면 잠긴다.)그리고, 엑셀레
이트(엑셀)을 조금 밟으며 리프트레버를 30cm주행 높이로 맞춘다.

-그다음 역시 엑셀을 밟으면서 틸트레버를 당긴다. 이때 주행용이므로 틸트실린더의 유압봉
을 12cm만 드러나도록 당긴다.12cm이면 지게차 앞의 포크가 수평을 이루는 각도가 된다.

-틸티 레버
8cm : 일때는 물건을 들어 운행할 때(포오크 끝이 조금 올라간 경우:물건이 잘 떨어지지않
는다.)
12cm : 물건을 수평으로 들 때, 포오크를 파렛트 구멍에 넣을 때 또는 빼어 낼 때
16cm : 포오크를 땅에 내릴 때

-리프트 레버 : 상, 하 동작
-틸티 레버 : 전, 후 동작(수평유지)

*포오크를 올리고 내릴 때

-올릴 때(리프트 레버 우선, 틸티레버 나중)
1, 리프트레버를 작동하여 들어올린다.
2. 틸티레버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

-내릴 때(틸티레버 우선, 리프트레버 나중)
1. 틸티레버를 사용하여 앞으로 밀어준다
. 리프트레버를 작동하여 포오크를 내린다.





2. 코스 통과 요령 (위에 첨부한 코스 그림에 적힌 번호대로 설명)

① 출발
  
   자리에 앉으면 의자를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맨다. 안전벨트를 안매고 출
발하면 바로 실격이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차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
크를 밟은 뒤 리프트레버를 당겨서 적당한 높이까지 올리고 틸트레버를 당
겨서 마스트를 수직이 되게 하다. 그래야 드럼통 앞에서 리프트레버만 올리
면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각소리가 나면 전/후진레버를 앞으로 밀
고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한다.

※ 적당한 높이: 지게차 마스트 앞쪽에 시험관이 볼 수 있도록 테이프로 표
시가 되어있다. 지게차 운전석에 앉으면 보이지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미리 시험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포크를 올리는 높
이를 눈으로 익혀야 한다. 정확히 몇cm 올려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익
히는 것이 더 이해도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화물적재

  드럼통까지 재빠르게 이동해서 인칭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포크가 빨리 올라가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는 도중에 리프트레버를 서
서히 당겨서 포크를 파렛트구멍까지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도 있으므로 편
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포크를 파렛트 구멍에 넣고 들어 올린다.

③ 화물 적재 후 후진

  포크로 파렛트를 들었으면 약간 후진을 해서 파렛트를 주행하기 적당한 높
이까지 내린 뒤 틸트레버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운전석 쪽으로 약간 기울여
서 화물이 잘 빠지지 않게 한다. 필자는 첫번째 도전에서 내리는 것을 잊어
버리고 주행코스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 되었었다.
  포크를 내렸다면 좌측선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붙여서 후진을 계속한다. 
좌측에 코너가 <그림1> 빨간 표시된 부분에 도달하면 후진을 멈추고 전진
을 한다.



- 출처 : 두산인프라코어http://www.doosaninfracore.co.kr/kr/PRCenter/showroom01.html

※ 적당한 간격: 지게차는 조향을 뒷바퀴로 하므로 자동차와는 반대다. 전진

할 때는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하고,(우회전하려면 우측

선으로 붙여야 된다.) 후진할 때는 가고자하는 방향과 멀리 떨어져서 크게 

돌아야 된다.(좌회전하려면 우측선으로 붙여야 된다.) 이 적당한 간격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익히는 것을 권한다.

④ ⑤ ⑥ 전진주행

  ③에서 빠져올 때 뒷바퀴가 깡통을 건드리지 않는지 조심하면서 우측선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④번 코너까지 신속하게 이동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게차는 일반 차와 달리 조향을 뒷바퀴로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오리궁뎅이처럼 뒤뚱뒤뚱 지그재그 주행이 되므로 적당히 가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행 중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바로 실격이므로 주

의하자.(운전석 뒤브레이크등을 보고 판단) 

  코너를 돌 때는 <그림1>과 마찬가지로 앞바퀴 자축의 중심이 지나면 돌면 

된다. ④코너를 돌면 좌측선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다 ⑤번 코너에서 <그림

1>처럼 되면 돈다. 그리고 ⑥코너도 역시나 <그림1>처럼 되면 돌면 된다.

⑦ 화물하차

  코너를 돌고나면 파렛트가 있는데 파렛트에 테이프로 네모가 만들어져 있

다. 그 위에 테이프가 안보이게 적재해 온 파렛트를 틸트레버를 밀고 리프트

레버를 밀어서 올려놓으면 된다.

⑧ 후진 후 포크 내리기

  화물을 하차시키고 그대로 후진한다. 그러면 선이 하나 보이는데 포크가 

(어느 부위든지) 선 위에 평평하게 올려지게 한다. 즉 틸트레버를 이용해서 

마스트를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해서 포크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만든 뒤 

리프트레버를 내려서 포크가 선에 물리게 한다. 

지면과 평행하게 내리지 않으면 감점이 많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자.

⑦ 화물재적재

  리프트레버를 파렛트 구멍에 맞게 적당하게 당기고, 틸트레버를 당겨서 마

스트가 수직이 되게 한 뒤에 전/후진레버 밀어서 전진한 뒤 파렛트를 재적재 

한다. 적재 후 리프트레버와 틸트레버 살짝 당겨서 파렛트가 빠지지 않게 한

다.

⑨ ⑩ ⑪ 후진주행

  전/후진레버 당겨서 우측으로 밀착해서 후진하다가 ⑨코너에서 <그림2> 

위치에 오면 돌아서 좌측으로 밀착해서 후진하다가 ⑩코너에서 <그림2> 위



치에 오면 회전한다. ⑪ 코너도 역시 <그림2>위치에 오면 크게 회전한다. 크

게 돌지 않으면 마지막에 깡통을 건드릴 수 가 있으므로 최대한 크게 돌도

록 한다.

- 출처 : 두산인프라코어http://www.doosaninfracore.co.kr/kr/PRCenter/showroom01.html

⑫ 화물하차

  ⑪코너를 돌고나서 전/후진레버를 밀어서 전진한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드

럼통 앞에 정지한 뒤 인칭페달을 밟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포크가 빠르게 올

라가도록 한다. 재빠르게 드럼통 위에 화물을 하차시키고 종료선을 넘기 전

에 포크를 내려야 되므로 조금 후진 한뒤 정지하여 포크를 적당한 높이까지 



내리고 후진을 계속해서 종료 위치까지 간다.

⑬ 종료

  틸트레버를 밀어 포크와 지면이 수평이 되게 만들고 리프트레버를 밀어서 

포크가 지면에 밀착되게 내려 놓는다. 

  결과는 일주일 뒤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

게차를 몰 수 있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장, 2,500원을 들고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만들

어야 비로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1. 지게차에 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세요!
사이드를 당긴 상태에서 운행하시면 탈락 하게 됩니다.
출발위치에서 감독관의 출발지시 후 출발하여 
출발선을 지나면 시간을 기록합니다. “방송으로 출발하세요” 합니다.

2. A 부분에 가까워 리프트레버를 작동하여 팔레트를 적재합니다. 
포오크 부분에 하얀 선이 파렛트에 의하여 가려져야 합니다.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함. 참고 - A와B구간에서는 30Cm이상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감독관이
그러셨으니, 시간절약을 위해 A는 가면서 리프트를 올리면서 가세요. 파레트중간과 내가 앉
은시야의 중간으로 가면 포크 맞추기가 쉬워요.



3. 안전하게 A 를 적재하였다면 다시 출발선 쪽으로 후진하여, 
포오크(지게 발)를 지면과 20~30Cm 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발선을 넘으면 실격이니 주의 하십시오.

4. 이제 전진기어를 넣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 공간은 충분하며 직선구간에서는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리셔야 시간을 단축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학원에서는 대각선으로 비스듬이 가라고 했습니다. 모서리부분 쉽게 턴 되라고..
우측차선에 약 15~20Cm 간격을 유지하여 모서리 부분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핸들을 너무 급하게 꺾으시면 왼쪽 뒤 바퀴가 모서리부분의 선을 



터치 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핸들링 하셔야 합니다.

5. 핸들링을 심하게 하시면 포오크에 야적한 파렛트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위의 그림의 방향대로 진행하셔서 왼쪽 모서리 부분에 근접하여 
왼쪽 차선과의 거리를 15~20Cm 간격을 유지하셔서 코너를 조심스럽게 
코너 링 하십시오, 이때 왼쪽차선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코너 링 할때 
오른쪽 뒷바퀴가 반대편 차선을 터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6. 위의 그림처럼 차선 중앙으로 진행하셔야 안전하며 야적 지점에 가까워 
오른쪽 차선에 15~20Cm 근접하셔서 왼쪽 뒤 바퀴가 
반대편 차선을 터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7. B 지점의 야적장소에 정확하게 야적하기 위하여 차체를 차선 정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게차가 위의 그림처럼 똑바로 서지 않는다면 
야적하기 힘들며 나중에 다시 적재 할 때 파렛트를 밀고 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게차를 차선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위에서 보면 적재 파렛트가 약간 보이면 리프트레버로 내리시면 됩니다.

8. B 위치에 정확하게 야적하셨다면 후진 선까지 후진하셔서 포오크(지게 발)를 
바닥에 접지시킨 후 다시 들어올려 전진 기어를 넣고 B 지점까지 이동.



9. B 지점에 내려 놓았던 파렛트를 다시 안전하게 적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렛트를 밀어버리면 안되며 선을 밟아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포오크에 표시해둔 적재 선까지 집어넣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잠깐
레버의 종류에는 리프트레버(상, 하)와
틸트 (전, 후)레버가 있습니다.(마스터를 레버작동으로 전,후로 조작함)
틸트 레버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B의 야적되었던 파렛트를 안전하게 적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후진입니다.
후진하실 때 너무 빨리 운행하시면 파렛트가 포오크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역시 포오크의 높이는 20~30Cm 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간혹 잊으시고 운행하셔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11. 후진은 전진과 반대로 우측차선에 15~20Cm 근접하여 운행하시고 
왼쪽 앞 바퀴가 왼쪽 모서리부분을 터치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왼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계시다가 오른손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험합니다. 차선을 확인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바로 왼손으로 핸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왼손으로 익혔던 핸들링이 오른손으로 바뀌면서 착각 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후진시 핸들과 이동방향이 반대 입니다.) 주의하세요!

12. 위의 그림처럼 동그라미 2개가 보입니다 위험한 부분을 표시 한 것입니다.

왼쪽 동그라미 부분에 가까워지며 왼쪽차선에 15~20Cm 근접 운행하시다가 
오른쪽 앞 바퀴가 오른쪽 차선 모서리 부분을 터치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중요!)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공포의 270도 회전구간)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앞 바퀴와 모서리 부분과의 거리를 약 30~40Cm 의 간격을 유지하여 
부드럽게 코너 링 하셔야 합니다. 출발선의 오른쪽 차선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출발선을 절대로 밟으시면 안됩니다. 다 와서 탈락되면 안 되요~!

13. 다시 전진 기어 넣으시고 A 부분에 파렛트를 안전하게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14. 안전하게 야적하셨다면 포오크를 내리면서 출발선 뒤로 후진하십시오



15. 출발선 밖으로 후진하셔서 포오크를 지면에 내리시고 전 후진 레버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후 하차 하시고 
수검번호를 감독관에게 반납 하시면 됩니다.

12번 부연설명 (아래그림 참조)
아래 그림1에서 ①에 맞추어 앞 큰바퀴 뒤쪽부분으로 왔을 때, 항상, 전진, 후진은 비스듬한 
대각선으로 가서 20-30cm여유를 두고 핸들을 꺽으면 크랭크는 돌아간다.
그림1에서 ②는 270도에서 설명. ③은 B구간에 적재할때 그림1 밑의 그림에서 파란동그라
미 위치에서 핸들을 돌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270도 회전구간 여긴 마스터축에 기준을 두고 후진으로 30cm여유를 두고 쭉 

후진해서 오다가 그림1에서 ② 마스터축을 기준 바퀴 끝부분에서 그림1 아래 ①원부분에서 

핸들을 끝까지 돌려 ②긴 선 B쪽으로 수평을 맞춘다음, ③까지 후진하여 그림1의 ②까지 온 

다음 핸들을 꺽으면 뒤로 출발선 근처까지 오게된다.



①번

③번

②번

①번

②번

③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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