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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방 무기체계 개발 시 목표 성능을 최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 분야에 디자인이 적용[1]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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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무기체계에 디자인이 적용된 분야는 공기 저항

을 최소화하여 기동 성능을 확보하고 적의 레이더 탐

지를 무력화(스텔스 기능)하여 생존성 및 작전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항공기 분야의 유선형 

기체설계 분야, 지상전투차량의 경우 제한된 전투중량

을 고려한 기동성능 및 방호력 확보를 위해 적용된 

임의의 각도 및 면분할 구조의 동체 구조설계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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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ly, a design has been applied on a various defense area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bility, reducing 

the radar detection area and other reasons. In case of Korean Wheeled Armored Vehicle(WAV), a design has been 

also applied for retaining the agility and threatening feature in the battlefield. However some figures has been 

changed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assembling and manufacturing in the development stage. Today, the 

government has planned to develop the Wheeled Armored Command Post Vehicle(CPV), a variant of WAV,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atest design trend, which is suitable for the concept of the CPV,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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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전장에서 적에게 위

협감 및 공포감을 주어 적의 전투의지를 저하시키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대 무기체계 

분야에 지속적으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체계개발이 착수된 한국형 차륜형장갑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장에서의 민첩성, 

위협감 확보 및 보병수송 시 적의 위협으로부터 생존

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공룡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디

자인을 차량 구조설계에 적용[2]하였다.

Fig. 1. Design sketches for the korean 8×8 WAV

Fig. 2. Design results for the korean 8×8 WAV

  그러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품 조립 및 제작 측면

의 제약사항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 형상 

일부가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형 차륜형장갑차를 기반

으로 한 계열차량인 차륜형 지휘소차량은 기동간 지

휘통제 및 전장관리 등 임무 목적에 부합된 신규 디

자인 적용의 필요성이 소요군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차륜형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계열차량인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할 신규 디자인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국내/외 차륜형장갑차 계열차량

의 개발동향을 디자인 측면에서 재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0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를 준비

하였다. 준비된 10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 중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할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차륜형장갑차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

원 및 군에서 다수의 지상전투차량을 다년간 운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군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양한 관점에

서 디자인 결과물들에 대한 선호도 설문을 수행하였

으며, 최종 디자인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제작, 성능 측면 및 기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10개의 디자인 안에 대한 선호도 설문 결

과를 분석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계층화

의사결정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디자인 안에 전문가 그룹

에서 제시한 추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차륜형 지휘

소차량에 적용할 최종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

2. 국내/외 차륜형장갑차 계열차량 디자인 분석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한다. 그 요인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첫째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즉 사용자(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사용자의 생활과 디자인 가치를 함

께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현재의 디자인 트렌드 변화와 향후의 변화를 정확히 

조사, 분석, 예측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여 사회와 

인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요인

들이 많이 있지만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선

택되어야할 과정이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조사, 분석,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3]. 한국형 차륜형장갑차 계열

차량인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할 디자인을 개발하

기 위해 국내/외 전차 및 장갑차 등 지상전투차량 및 

항공기 등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최신 디자인 동향을 

Fig. 3과 같이 분석하였다[4,5].

  Fig. 3의 X,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동적인 느낌의 디

자인이 적용된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적인 이미

지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Y축은 위로 

갈수록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유선형의 느낌을 주는 

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견고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

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유연하면서 정적인 느낌을 주는 



구분 형상 디자인 특징

Stryker

 

• 차량 전면 엣지 강조 날카로운 디자인 이미지

• 차량 전면에 비해서 단조로운 면분할과 둔탁한 

차량 후면 디자인

• 헤드라이트가 노출되어 있어 전체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Piranha

 

• 돌출된 부분에 헤드라이트 위치

• 차량 전면과 후면이 모두 단조로운 면분할이 적

용된 심플한 디자인

• 전체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헤드라이트

LAV

 

• 차량 전면 엣지 적용 날카로운 디자인 이미지

• 세련된 차량 후면 디자인 및 헤드라이트 위치

Pandur

 

• 차량 전면과 후면이 단조로운 면분할로 심플한 

이미지의 디자인

• 차량 전면 엣지 적용 날카롭고 견고한 이미지디

자인

• 차량 전면과 후면의 디자인 통일감 미확보

VBCI

 

• 헤드라이트와 어울리는 면분할 디자인

• 헤드라이트가 차량 전면 안쪽 위치

• 차량 전면 T자 모형 적용 동물의 얼굴 형상화한 

디자인

• 차량 전면과 후면의 디자인 통일감 미확보

PARS

 

• 중후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형상

• 비례적으로 다양한 면분할 적용

• 상단부에는 다양한 면분할 반영 및 차량 후면과 

비교 시 통일감 있는 디자인 연출

• 전체적인 이미지에 적합한 헤드라이트 디자인

Patria

 

• 세련된 면분할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 양쪽 끝이 꺾여 물의 저항을 생각한 디자인

• 면분할 디자인에 맞는 헤드라이트 디자인

• 차량 전면과 후면의 디자인(면분할) 통일감 미

확보

CPV

 

• 거대하고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 면분할 디자인에 맞는 헤드라이트 위치

• 헤드라이트가 차량 전면 위/아래 2군데 위치

Table 1. Design features of major wheeled armored vehicles or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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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A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주로 전투기 등이 

해당된다. B그룹은 견고하면서 동시에 동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주로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전투차량이 해당된다. Table 1은 해외 차륜형장갑

차 및 계열차량을 차종별로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Fig. 3. A design analysis result applied to ground 

combat vehicles and combat aerial Vehicles

  Fig. 3과 Table 1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차륜형장갑차 및 계열차량을 아래 Fig. 4와 같이 A, B, 

C의 3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Fig. 4. Design grouping of WAVs

  Fig. 4의 X,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기동성, 민첩성이 

돋보이는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된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며 단단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음

을 나타낸다. Y축은 위로 갈수록 면분할을 통한 강

인하고 근육질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아래로 내려갈

수록 단순하면서 기계적인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되

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내/외 차륜형장

갑차 및 계열차량을 A, B, C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A, B, C그룹에 적용된 디자인을 Table 2와 같이 정리

하였다.

Table 2. A design analysis result of groups in Fig. 3

그룹 디자인 특징

A그룹

• 다양한 면분할로 파워풀한 근육질 느낌

• 차량 전면 2단 각도 적용, B, C 그룹의 

단점 보완, 장점 적절히 반영한 디자인

• 차량 전면 헤드라이트 형상이 위협적인 

느낌의 디자인

B그룹

• 차량 전면이 날렵한 디자인

• 기동간 공기 저항에 유리하고 민첩성 

및 기동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 전장에서 A, C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외

소해 보이는 단점 보유

• 차량 전면 헤드라이트 형상이 외부로 

돌출되어 디자인적으로 통일감 부족

C그룹

•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면의 변화가 적어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

• A, B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둔한 느낌

• 헤드라이트 형상이 A 그룹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처진 느낌 보유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차량의 이

미지를 결정하는 디자인 요소로 차량 전면 각도와 차

량 전면에 장착되는 헤드라이트 형상 2가지로 결정하

였으며, 세부 분석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Table 3, 4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장에서 날렵

하고 강하며, 상대적으로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차륜형 

지휘소차량 개발을 위해 차량 전면 각도 형성은 Table 

3의 A4 형태를, 헤드라이트 형상은 Table 4의 H4의 

형태를 최종 디자인 요소로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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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 angle type analysis result of vehicle

구분 차량 전면 각도 디자인 특징

A1

• 면분할이 비교적 적고 면 

사이의 각이 넓어 강해보

이는 반면 딱딱하고 둔탁

한 이미지의 디자인

A2
• 날카로운 형태로 민첩하

고 기동성이 돋보임

A3
• A1, A2 타입의 단점을 보

완하여 안정감 확보

A4

• 좁은 면적의 면변화가 다

양한 디자인으로 A1, A2, 
A3 형상과 비교 시 상대

적으로 견고하고 위협적

인 이미지의 디자인

Table 4. A headlight type analysis result of vehicle

구분 헤드라이트 형상 디자인 특징

H1
• 돌출형 헤드라이트로 온

순한 느낌의 디자인

H2

• 돌출형 헤드라이트로 온

순하며 H1과 비교 시 상

대적으로 안정감 확보

H3

• 매립형 헤드라이트로 H1, 

H2 대비 상대적으로 날렵

한 느낌의 디자인

H4

• 매립형 헤드라이트로 위

의 3개 형상과 비교 시 

가장 날카롭고 강인하며, 
위협감을 주는 디자인

3. 차륜형 지휘소차량 디자인 스케치 결과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Ruskin은 “자연형태에

서 기인하지 않은 디자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자연물 중 동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실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어져 왔다[6]. 이를 바탕

으로 차륜형 지휘소차량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미

지인 지휘통제, 진도지휘, 지혜로움, 위협감 및 날렵함 

등의 개념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동물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차륜형장갑차 및 계열차량에 적용된 

디자인 동향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Table 5와 같이 10

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를 준비하였다.

Table 5. Candidate design concept sketches for the 

korean wheeled armored CPV

구분 디자인 개념 스케치 결과

1안
• 근엄하고 날렵한 라인과 유연하며 날카로

운 용을 모티브

• 우리나라의 사방신 청룡의 이미지 적용

• 다이나믹한 헤드라이트 파트 구성, 깔끔하

면서 위엄있는 이미지의 디자인 컨셉

2안

• 1안을 기본으로 단순화한 디자인 컨셉

3안

• 백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얼굴의 특징을 

형상화한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

4안
• 늑대의 예리하면서 민첩한 이미지와 야성

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모티브로 날카롭고 

용맹스러운 이미지의 디자인 컨셉

5안
• 민첩하고 날카로운 여우 얼굴의 형태를 

모티브로 차량 전면을 여우 얼굴의 특징

을 살린 디자인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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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HP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선정

4.1 개 요

  AHP 기법은 1980년 Saaty[7]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수의 요인들이 존재할 때 이러한 요인들

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

도에 기반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AHP 

기법은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상호 연관되어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다수

의 대안과 상호 상충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

계의 다양한 의사 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AHP 기법은 다 요소 

의사 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과정이 간단하다. 

평가 기준이 되는 요소나 대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함으로써 

의사 결정자의 선호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다. 둘째, 

분석 과정의 특성 상 정략적(Quantitative) 요소와 정성

적(Qualitative)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가 용이하다[8].

4.2 계층 모형 설계 및 결정인자 가중치 선정

  AHP 기법을 적용하여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할 

최종 디자인 안을 결정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체계개

발을 수행하는 연구원 및 군 전문가 15명으로부터 협의

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디자인 개념(Design Concept), 

강인함(Muscle & Powerful), 위협감(Intimidation), 민첩

감(Speedy & Agility) 및 단단함(Static & Hard)의 5가지

의 결정인자를 선정하여 Fig. 5와 같이 계층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Fig. 5. Hierarchy structure model

  또한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5가지 결정인자간 상대

적 가중치를 Table 6의 9배수 척도 비율을 적용하여 

Fig. 6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결정인자별 쌍대비교 행

렬의 가중치를 Geometry Mean[9]를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분석하였다.

구분 디자인 개념 스케치 결과

6안
• 악어 비늘의 패턴, 얼굴형, 이빨과 눈의 

특징 등 악어의 얼굴형을 모티브로 디자

인 적용

7안 • 송골매의 뚜렷한 눈매를 모티브로 강하고 

선명한 눈매를 차량 전면과 헤드라이트 

파트에 접목시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

는 디자인 컨셉

8안
• 고릴라의 날카로운 인상과 거대하고 근육

질적인 몸을 모티브로 접근한 디자인으로 

위협적이며 강렬한 느낌의 디자인

9안

• 8안을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차량 전면에 

그릴을 형상화하여 반영한 디자인

10안
• 날카로운 이빨과 날렵한 유선형의 상어 

얼굴 형상을 모티브로 적용한 디자인으로 

날렵하고 매서운 느낌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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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9th multiple ratio scale

A요소의 

중요도
기 준 반대의 경우

1
A, B 요소의 중요도가 

비슷하다
1/1

3
A요소가 B요소보다 

약간 중요하다
1/3

5
A요소가 B요소보다 

보통 중요하다
1/5

7
A요소가 B요소보다 

매우 중요하다
1/7

9
A요소가 B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9

2,4,6,8 각 단계별 중간 중요도 1/2,1/4,1/6,1/8

Fig. 6. An pairwise comparison matrix decided by the 

expert group based on the 9th multiple ratio

Fig. 7. An relative weight analysis result

  Fig. 7과 같이 5가지의 결정인자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강인함과 위협감이 동일하게 0.3320으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 개념(0.1271), 단단

함(0.1200) 및 민첩함(0.0888)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정인자별 쌍대비교 

행렬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C.I(일

관성지수)와 C.R(일관성비율)을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C.I.는 0.0425, C.R.은 0.0379로 모두 0.1 

이하로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Fig. 8. C.I & C.R. calculation of a relative weight value

4.3 결정인자 가중치를 이용한 디자인 선호도 분석

  10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 별 쌍대비교를 진행하

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연구 일정의 제약으

로 인하여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할 최종 디자인

을 결정하기 위해 5가지 결정인자별 전문가 그룹 선

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호도 조사 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result of the preference vote for designs

  선호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5가지 결정인자별 디

자인 10개의 개념 스케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분

석하였으며, 10개의 개념 스케치에 대한 결정인자별 

상대적 가중치를 합산하여 종합선호도를 Table 8과 같

이 산출하였다. 종합 선호도의 값이 큰 순서대로 높은 

선호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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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analysis result of the preference priority

  결과적으로 10개의 차륜형 지휘소차량 디자인 개념 

스케치 중 종합선호도 값이 0.3601인 8안을 가장 선호

하며 그 다음으로 7안(0.2333) → 1안(0.175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5. 최종 디자인 완성

  AHP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된 디자인 개념 스

케치인 8안을 기준으로 차륜형 지휘소차량의 최종 디

자인으로 완성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설계, 제작,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Major review results for the selected design

  AHP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된 디자인 개념 스

케치인 8안에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한 설계, 제작, 성

능 및 기타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한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였

으며, 완성된 최종 디자인 이미지는 Fig. 9부터 Fig. 

12와 같다. 위장도색을 적용하여 디자인에 대한 실증

감을 더하였다.

Fig. 9. CPV design figures

Fig. 10. Front-side and rear-side view of CPV

순번 검토 의견

1

• 차량 전방 카메라 검출기의 열화 방지를 

위한 카메라 장착부 상/하 공간 추가 확보

2

• 수상 안정성 고려 선수익 운용 각도는 기

존 차륜형장갑차에 적용된 각도 유지

순번 검토 의견

3

• 디자인에 누락된 수상추진장치 형상 반영

4
• 디자인 개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용 이미

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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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age which a bow plane was operated

Fig. 12. CPV design image in the battlefield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차륜형장갑차 기반의 계열차

량인 차륜형 지휘소차량에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10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10개의 디자인 개념 스케치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개발경험

을 보유한 연구원 및 군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의

견을 반영하여 5개의 디자인 결정인자를 정의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5개의 결정인자를 기준으로 10개의 디

자인 개념 스케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결정

인자별 가중치 및 디자인 투표결과의 가중치를 정량

화하기 위해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AHP 기법을 이

용하여 최종 선정된 디자인 개념 스케치에 대해서 설

계, 제작,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

견을 반영하여 최종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 본 연구

의 한계점은 우선 연구 일정의 제약으로 전문가 그룹 

기반 최종 결정인자를 설문이 아닌 협의를 통하여 결

정하여 쌍대비교를 수행한 부분과 10개의 디자인별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대안별 쌍대비교가 아닌 

선호도 분석으로 대체한 부분을 들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의 디자인 관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

후 소요군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최종 디자인을 완

성해야 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추후 차륜형 지휘소

용차량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소요군의 의견을 기반

으로 차륜형 지휘소용차량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디자인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둔다.

References

[1] Y. Kim “An Observation on the Design Elements of 

the Modern Military Tactical Vehicles,” 2014.

[2] Hyundai-Rotem, “A Study of a Chassis Design for 

the 8×8 Wheeled Armored Vehicle,” 2012.

[3] S. Hong, “A Study on DMB Mobile Phone Design 

by Emotional Design Tre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5, No. 4, pp. 600- 

612, 2009.

[4] Hyundai-Rotem, “A Development Trend Analysis on 

the foreign Wheeled Armored Command Post 

Vehicle,” 2014.

[5] Hyundai-Rotem, “A Design Study for the Wheeled 

Armored Command Post Vehicle,” 2015.

[6] S. Kim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Motif Found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50, No. 5, pp. 39-49, 

2009.

[7] Saaty, T. L,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 J. Services Sciences, Vol. 1, 

No. 1, pp. 83-93, 2008.

[8] H. Seol, G. Kim, H. Jung, H. Cho, C. Hwang, “A 

Study on the Selection of Alternatives for Flight 

Attendants to Adapt Flying Condition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Vol. 

12, No. 4, pp. 460-468, 2009.

[9] J. Lee, S. Yoo, J. Kim, Y. Park, J. Kim, T. Kim, 

“A Study of Priority Decision for Insensitive 

Munition by Using AHP Metho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6, pp. 718-724,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