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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술차량LTV      
개발성과와 적용기술[Ⅱ]

김현철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박영안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박정환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소형전술차량 디자인 과정

소형전술차량 샤시 전자파 차폐시험

소형전술차량LTV 체계개발사업에 대해 Ⅰ편에서는 전반적인 추진경과를 게재했고, Ⅱ편에서는 소형전술차량

LTV에 적용된 상세 기술을 게재해 보겠다. 

소형전술차량LTV 체계개발 사업관리 담당으로 사업진행간 많은 관련기관 사람들로부터 일반 상용 SUV1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지 방탄성능만 추가 된 것 아니냐?, 상용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

고 있으며, 소형전술차량LTV이 일반 SUV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필자는 소형전술차량LTV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검토, 설계, 적용되어 소형전술차량LTV이 개발되었는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 소형전술차량LTV2 디자인 과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시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규정되

어 있지는 않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구권 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이며, 디자인

의 선정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소

요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성능 및 운용의 적합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디자인이 수정한다. 

소형전술차량LTV의 디자인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인 기

아자동차(주)에서 12개월간 업체자체 시제차량 디자인을 

수행했다.

먼저, 해외 유사 전술차량의 대부분을 디자인 검토 후 아

이디어 스케치를 산출하고 차량의 디자인 중 강한 인상을 

주는 전면 라디에터그릴, 램프의 형상과 측면의 전체적인 

디자인, 유리사이즈 및 형상, 실내 대쉬보드 형상 등의 장단

1  SUV : Sports utility vehicle(스포츠용 다목적 차량)

2  LTV : Light tactical vehicle(소형전술차량)

[그림 1] 소형전술차량LTV 디자인 과정2

■단계별 디자인 추친 현황 [외장 디자인]

●윈드쉴드 SIDE : 수직형 및 경사형 적용

수직형

경사형

❶ 아이디어 스케치 1차 ❷  아이디어 스케치 2차 :  

디자인  MAIN 이미지 결정품평결과 : 민수 SUV탈피 ➞ 

군수 고유 강인함 표현요구

[1차안 미적용]

품평결과 : 강인한  Front 

Mask Main 이미지 결정

[태극 팔괘 형상화 외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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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선호도 설문 등을 통해 목업3을 제작하였고, 설계검토회

의를 통해 업체자체 시제차량의 디자인에서 변경되어 현재

의 소형전술차량LTV의 형상이 최종 디자인 되었다. 

•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된   

상세기술

소형전술차량LTV의 설계 기준이 되는 작전운용성능 

항목은 총중량, 등판능력, 항속거리, 접근각/이탈각, 최

소회전반경, 도섭능력, 최저 지상고, 차동잠금장치, 독립

현가, 방호력, 전술타이어, -32°C~+43°C 운용온도 등

이며, 추가적인 요구성능으로 차량의 전장, 전폭, 전고와 

구난장치, 냉·난방장치, 연막탄 발사기, 공중수송 가능

한 결박고리, 전자기간섭배제 사양 적용 등 약 40여 가지

이다. 또한 사업진행간 소요군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이 

300여 가지가 적용되었다.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게재해 보겠다. 

  차량의 심장 엔진   

소형전술차량LTV의 엔진 및 자동 변속기는 현대자동

차(주)에서 개발한 S2엔진과 변속기를 개조하여 개발하

였다. 어떤 엔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총중량을 고려하여 

최고속도, 항속거리, 연비, 등판능력, 냉시동성 등 군의 작

전운용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된 S2엔진은 국내 개발 엔진

중에 가장 최신의 성능 좋고 후륜 구동이 가능하며, 특히 

S2엔진은 최고속도(200km/h)를 줄이는 대신 7톤급의 차

량도 최고속도 100km/h 이상 가능한 우수한 엔진이다. 

[그림 3]국내 개발엔진 중 소형전술차량LTV급에 적용

가능한 엔진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술차량의 총중량 상태

로 최고속도, 가속능력 충족과 60% 등판능력과 구동력, 

[그림 3] 소형전술차량LTV급에 적용 가능한 엔진

3  목업(mock-up) : 실물크기의 모형

[그림 2] 미국 JLTV사업 참여중인 3개사 모델 디자인

＊좌에서 우로 Oshkosh, Lockheed Martin, AM General의 3개 회사로 회사별 다지인이 상이

구 분 R엔진 A2엔진 S2엔진 F엔진

엔진형상

구동방식 전차축 구동 후차축 구동 전차축/후차축 구동 후차축 구동

배기량(L) 2.2 2.5 3.0 3.9

최대출력/토크 200마력/44.5토크 170마력/45토크 265마력/50토크 160마력/60토크

상용차종 소렌토/스포티지 스타렉스/포터 모하비/베라크루즈 마이티



험지탈출 능력을 위해 후륜구동이 가능해야 하고 배출가

스기준 EURO-54적용을 위해 DPF5 장착시 40마력 정도 

출력다운을 고려한 엔진이어야 한다. 상용 SUV차량에 적

용된 R, A2 엔진은 각각 전륜 및 후륜 구동방식이며 군

용엔진으로 개조시 최대출력 및 토크가 60% 등판이 어

렵고, 마이티차량에 적용된 F엔진은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이 S2엔진의 군사용으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구성품으로 선정하여 우선 단품상태로 가혹

한 시험을 수행한 후 완성차량상태로 내구도시험으로 투

입되어 군사용 적합성여부를 평가하였다. 단품상태의 시

험은 현대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엔진 단품상태의 시험은 550내구시간, 배기가스 규제 

측정, 등판능력을 충족하기 위한 최대마력 및 토크, 과부

하 정도 등 매우 가혹하게 검증하였다. 시험항목 중 550

내구시간의 의미는 엔진의 최대속도로 550시간 연속 가

동해서 이상이 없음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외 소형전술

차량LTV의 440내구시간보다 강화된 시험조건이다. 

개발시험평가 결과 소형전술차량LTV(4인승 기준) 최고

속도는 약 130km/h, 연비는 8km/l로 유사한 해외전술차

량보다 동등 또는 이상으로 S2엔진을 군사용으로 개조 

후 시험한 결과 좋은 기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형

전술차량LTV에 적합함이 검증되었다. 

  최저 지상고 구현을 위한 허브리덕션,  
 이너 브레이크   

군용차량의 야지 주행성 및 운용성은 최저지상고가 매

우 중요하다. 상용차량 중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차체

가 바닥에 닿으며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용 차량으

로는 높은 지상고를 요구한다. 소형전술차량LTV의 최저

지상고는 상용 SUV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술타이어의 기본 사이즈를 고려하여 지

상고를 높일 수 있는 허브 리덕션 기어, 이너 브레이크를 

적용토록 개발하였다. 

상용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타이어 휠 안에 위치하

여 타이어 회전력을 제동해 준다. 그러나 소형전술차량

＊ 위 그림은 상용 S2엔진에 작전운용성능과 배출가스 규제, 등판능력, 전자파 차폐, 혹한시 고려한 냉시동성, 엔진 및 변속기의 과열로 인한 부하를 막기 

위한 냉각성능, 도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군용화 개조한 개략 내용이다.

4  EURO-5 : 유럽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

출가스규제의 기준이 됨, 2015년부터는 배출기준이 더 까다로운 

EURO-6가 적용됨

5  DPFDesel paticulate filter :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배출가스(유로5규제 대응)

•인터쿨러 용량 증대 (9.4ℓ)

•EGR 쿨러 용량 증대 (1.3ℓ)

•DPF 용량 증대 위한 분리형 구조 적용

■냉각성능 증대(60% 견인부하 조건)

•냉각팬/팬클러치 용량 증대

•팬풀리 및 베어링 용량 증대

■도섭능력(760mm)

•시동기 침수사양 개발

  ※센스류&커넥터류 방수사양 적용

■등판능력(종경사 : 60%)

•오일팬 형상 변경

■냉시동(-32℃)

•ECU 튜닝(연료분사/히팅 조건 최적화)

■오일레벨게이지 정비성 개선

•정비성 증대 관련 게이지 경로 변경

■EMI(MIL_STD_461F)

•ECU 차페 처리

■전원체계 24V

•알터네이터 24V화 개발

EGR 쿨러

DPF+WCC 일체형

시동기

냉각팬 알터네이터

인터쿨러

WCC

DPF(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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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의 타이어는 최저지상고, 런플랫 시스템(피탄시 주행가

능한 장치)을 고려하여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림 4]와 같이 

이너 브레이크이며, ABS 시스템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험지탈출을 위한 차동잠금장치 

군 운용환경이 포장로 뿐만 아니라 비포장과 야지 및 

길이 아닌 험지 일부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차동잠금(제한)장치는 군사용 차량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다. 이러한 장치는 한쪽 휠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나, 진

흙길 등이 노면 접지력이 낮은 조건에서 탁월한 탈출성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동잠금장치 NSD6와 차동제한장

치 LSD7로 나누며 소형전술차량LTV에는 소음/진동측면

에서 우수한 LSD보다 군용 운용성을 고려해 험로 탈출기

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차동잠금장치 NSD가 장착되었

다. 이는 험비 등 해외 유사 전술차량에도 적용이 된 동일

한 사양이다. 

  접근각, 이탈각, 종·횡경사 등판능력,  
 도섭을 위한 적용기술 

작전요구성능 중 접근각, 이탈각, 등판능력, 도섭능력

은 전술차량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양 중 하나이다. 

이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축거(앞바퀴와 뒷바퀴 간 거리), 

차량의 무게중심, 등판능력, 최저지상고, 엔진 성능, 엔진 

[그림 4] 상용차량과 소형전술차량LTV의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위치 비교

＊ 좌측 그림은 최저지상고로 프레임 가운데 하부 부분이 차체하부에서 가장 낮은 부위이며 휠과 연결된 좌우측 현가장치는 타이어의 상하 이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인다.            

그림 중앙은 최저지상고 상승을 위해 휠 조립체에서 허브 리덕션 기어를 사용하여 구동축이 타이어의 센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보다 높이 타

이어 휠조립체에 결합된 것으로 우측 사진은 실물 사진이다.

＊ 좌상용차량과 소형전술차량LTV의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위치를 비교한 것으로 좌는 상용 차량브레이크 시스템(휠내 위치), 중앙은 소형전술

차량LTV 브레이크 디스크 / 패드가 타이어휠과 액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우는 실제 소형전술차량LTV 브레이크 시스템 위치 사진

하부현가

최저
지상고

구동축
타이어 센터

지상고 상승

허브 리덕션

디스크 패드

6  NSD : No-Spin Diff 차동잠금장치 

7  LSD : Limited Slip Diff 차동제한장치로 고급승용 및 SUV차량에 

주로 적용됨



및 변속기의 냉각 시스템, 구동력, 방수처리 범위, 후륜구

동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상용 SUV차량의 등판능력이나 접근각, 이탈각은 군용

차량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접근각 및 이탈각이 클수록 야

지 및 험로 주행이 가능하고(상용차량은 접근각 및 이탈각

이 작아 큰 물체가 노상에 있으면 범퍼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

＊ 좌 상 그림은 차동잠금장치의 장착위치, 우 상 및 좌 하 그림은 차동잠금장치의 구조 및 작동원리, 우 하는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시험을 위해 험지 이
동 사진이다.

■주요 구성 부품

■작동원리

[후차축]/차동잠금장치

전차축

직진

주행시

[동력전달 X]

[직진 시]

[동력전달 O]

[우선회 시]

좌륜회전수＞
우륜 회전수

스파이더

클러치

• 주행중 가속/감속

시 클러치와 스파

이더 치차접촉에 

의한 충격음 발생

• 좌/우륜 회전수 

차이 발생시 클러

치는 스파이더에

서 바깥쪽으로 이

격되며, 이격된 클

러치(바퀴)는 자유 

회전되어 원활한 

선회 가능

선회

주행시

사이드기어 스프링 클러치 스파이더

첨부 동영상-NSD 작동원리

■도섭시 침부 부품 완전방수 사양개발

0.00m

0.00m

침수라인
구 분 세부내용

엔 진 • 센서류, 오일팬 방수사양 적용

변속기 • 방수사양 적용

중간변속기 • 방수사양 적용

차 축 • 방수사양 적용

전/후방 현가 • 방수사양 적용

소음기
• 방수사양 적용 및 데일파이프 형상 
최적화

연료탱크 • 방수사양 적용

흡기장치 • 흡기덕트 침수라인 대비 상향 배치

배기장치 • 배기파이프 침수라인 대 상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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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동이 불가), 등판능력은 상용차량의 30~40% 수준보

다 월등한 60% 이상의 지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특히, 도섭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엔진, 변속기, 중간

변속기, 차축, 현가장치, 소음기, 흡/배기 장치 등 각각의 

침수라인을 고려해서 부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방수

처리하였다.

  혹한시 시동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장치   

전술차량은 동계 및 혹한시에도 시동성과 운용성을 위

한 기본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밀폐형 배터리, 이중(주/

보조) 연료필터와 연료필터내 열선기능, 운전석 클러스터

(계기판)에서 연료필터에 유수분리 후 물 수준 알람경고,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히팅 및 분사량 조정을 위한 

ECU8 조정 등 소형전술차량LTV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

용되어 있다. 기존 군용차량에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용

량과 자기방전율이 낮은 겔타입의 무보수타입의 배터리

를 소형전술차량LTV에서는 사용하며 특히, -32°C 저온

시동전류 또한 월등히 우수하다. 더욱이 기존 군용차량의 

배터리는 일정 전해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림 5] 기존 군용차량과 소형전술차량LTV용 배터리 비교

＊ 기존 군용차량용 배터리에 비해 소형전술차량LTV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며 혹한시 시

동성이 좋고 완전 밀폐형이라 가스 방출이 없어 

실내 위치가 가능하며 도섭시 영향성이 없다.

＊ 좌측 사진은 연료라인, 가운데 사진은 차량에 장착된 연료필터, 우측 상 사진은 연료필터 주요부위, 우측 하 사진은 운전석 계기판에 유수분리기 알람

기능

8  ECU : Electric control unit로 자동차의 엔진 등을 컴퓨터로 전자

제어하는 장치

구  분 기존 군용차량용 소형전술차량LTV용

형  상

용  량 100AH/20HR 120AH/20HR

-32°C 시동전류 600A 750A

기  타
완전 밀폐 안됨

가스방출

도섭시에도 성능유지

가스방출 없음

연료 주입구

주입구 필터(거름망)

연료탱크

방호 플레이트

연료탱크 고정장치
(장착 브래킷 및 밴드)

연료튜브

연료필터
(Main)

연료필터
(Sub)

연료히터

연료필터 
바디

유수분리기



황산전해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특히, 동계에 액상수준이 

미달시 시동전류가 약해 시동성에 제한을 주는 불편사항

이 있었다. 

위의 그림 연료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혹한시 연료 중

의 수분을 1차, 2차 연료필터에서 2중으로 유수를 분리

시키며, 유수분리기내의 물이 140cc 수준에 도달하면 운

전석 클러스터(계기판 조립체)에서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

다. 운전자는 유수분리기 콕에서 수분을 배출시키면 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혹한시 냉 시동성을 위해 차가운 연료

를 데울수 있는 연료 히터가 연료필터에 장착되어 있다. 

  공중수송을 위한 설계  

소형전술차량LTV은 공수인양을 위한 공중수송성을 반

영한 국내 최초의 차량이다. 공중수송성을 구현하기 위해 

프레임 강성, M&S해석, 비행속도 등을 통해 공수인양킷 

설계한계하중 및 극한하중을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2차례의 실차예비시험을 수행한 이후 항

공작전사령부에서 CH-47헬기를 이용하여 2회의 실 기

동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공수인양킷 설계하중은 미 규격인 MIL-STD-209K9

를 근거로 설계되었고, 발생응력 해석 TOOL은 AB 

AQUS6.1110을 이용하여 M&S를 수행하였다.

미 규격인 MIL-STD-209K를 근거로 소형전술차량

LTV의 공수인양킷은 헬기 슬링하중, 소형전술차량 최대 

전방 투영면적, 하중계수, 설계한계하중, 극한하중을 계산

시 22.56톤이다. 즉 소형전술차량을 공중수송하기 위해 

공수인양킷은 22.56톤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흙탕물 및 야지 주행간 이물질에 의한  
 냉각모듈 보호 및 알람기능 

진흙탕, 야지, 험로를 11개월가량 주행시험을 했으며, 

이 시험으로 인해 소형전술차량LTV의 흙탕물이 튀는 부

위를 분석하여 냉각모듈 위치변경, 라디에터 전면 보호 

9  MIL-STD-209K(INTERFACE STANDARD FOR LIFTING AND 

TIEDOWN PROVISIONS) : 공수인양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미 규격

10  AB AQUS6.11은 DASSAULT(프랑스)사의 비선형 해석 TOOL

[그림 6] MIL-STD-209K의 계산식 산출 과정

1) 헬기 슬링 하중(HSLWT, Helicopter Shing load Weight)

 소형전술차 공차 중량 (총중량 - 적재중량) = 4,700kg = 10,362lb

2) 최대 전방 투영면적 (MPFA, Maximum Projected Front Area)

 소형전술차 지휘 8인승의 전방 투영면적 계산 

 MPFA = 2.2m×2m + 2.2m×0.3m = 5.06㎡ = 54.465ft²

3) 하중계수(LF, Load Factor)

  HSLWT/MPFA의 비( = 10,362/54.465 = 190.25lb/ft²)가 60lb/ft² 

이상이고, HSLWT가 5,000~15,000lb 구간에 있으므로 오른쪽 표 

에서 하중계수를 구하면

 LF = 3.2

4) 설계한계하중(Design Limit Load)

  설계한계하중 = 소형전술차 공차중량 × LF = 4,700kg×3.2 = 

15,040kg

5) 극한하중(Ultimate Load) ➞ 감항인증 시험하중

 극한하중 = 설계한계하중×1.5 = 15,040kg×1.5 = 22,560kg

소형전술차 지취8인승 투영면적 계산용 개략 모델

하중계수 계산 테이블 MIL-STD-209K Appendix A 참조

HSLWT/MPFA
(lb/sq ft)

HSLWT(lb) Load Factor

＜ 45 ＜ 5.000 5.9

＜ 45 5.000 - 15.000 5.6

＜ 45 15.001 - 36.000
3.2 - [0.000038×(HSLWT - 15.000)] + 

2.4

＞ 4.5 but ＜60 ＜ 5.000 3.5 + [0.16×{60 - (HSLWT/MPFA)}]

＞ 4.5 but ＜60 5.000 - 15.000 3.2 + [0.16×{60 - (HSLWT/MPFA)}]

＞ 4.5 but ＜60 15.001 - 36.000
3.2 - [0.000038×(HSLWT - 15.000)] + 

[0.16×{60 - (HSLWT/MPFA)}]

＞ 60 ＜ 5.000 3.5 

＞ 60 5.000 - 15.000 3.2

＞ 60 15.001 - 36.000 3.2 - [0.000038×(HSLWT - 15.000)]

2.2m

0.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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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 변속기 온도를 센싱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변속기 온도 과온시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시스템은 전차 및 장갑차에만 적용된 사항

으로 소형전술차량LTV의 운용환경이 흙탕물이 많고, 노

＊ 좌측은 소형전술차량LTV 엔진 및 변속기 냉각 모듈 설계 형상, 가운데는 이물질 차단용 프로텍터 장착위치 및 형상 
＊ 우측은 장기간 흙탕물 주행 후 차량 상태로 매우 가혹하게 주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진흙이 차량의 전 부분에 튀며, 그 결과 가장 취약부분인 엔진 및 변
속기 냉각 모듈부분에 이물질이 고착되어 냉각성능에 영향을 미쳐 이 부분에 대한 프로텍터와 변속기 과온경고 알람을 개발하여 장착함. 

＊ 그림에서 좌 상 그림은 발생응력 해석 TOOL인 AB AQUS6.11를 사용하여 극한 하중에 따른 발생응력 해석을 M&S한 그림, 좌 하

는 공중수송시 무게중심 및 공수인양장구류에 의한 회전중심, 차량의 자세를 검토 및 M&S한 그림, 우 상은 공수 인장장구류가 

소형전술차량LTV에 장착된 사진, 우 하는 CH-47헬기로 공수 인양 시험 사진으로 M&S한 그림과 실제 차량의 자세가 유사함

[그림 7] 이물질 차단용 프레텍터 장착 전/후 비교사진

에어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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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상당히 거친 환경에서 운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장치이다.  

  전술타이어  

방탄차량에 필수적인 요소가 전술타이어다. 전술타이

어가 피탄되어도 주행가능한 것은 타이어 안에 런플랫이

라는 장치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어서 가능하다. 전술타이

어는 평시 있는 듯 없는 듯 생각될 수 있으나 유사시 그 

진면목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유사전술

차량이 런플랫을 장착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리 군에 도입된 런플랫 시스템은 미국 허

치슨사 제품으로 화생방 정찰차에 장착되어 있으며 일체

형 런플랫으로 되어 있어 탈 부착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만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되어 장착

된 소형전술차량LTV용 런플랫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3개로 분할되어 탈 장착이 용이하고 성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만하다. 런플랫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가 피탄시 탄을 관통시키거나 과도한 크랙이나 깨짐 없

는 물성치를 갖는 것이다. 소형전술차량LTV의 런플랫은 

앞 타이어 2개, 측면타이어 2개, 뒤 타이어 2개가 동시 피

탄상태로 포장, 비포장, 야지 주행 가능(약 00km/h 속도로 

약 00km 이상 주행가능)하다. 

   내 염수성 강화  

염분이 많은 지역인 해병대나 해안부대 뿐만 아니라 내

륙지방의 염화칼슘 살포 증가로 인해 차체부식에 대해 많

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차량 외부는 주기적인 세차로 외

부 염분을 제거할 수 있으나 기존 표준차량의 프레임 내

부 부식(발청)은 세차로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소형전술차량LTV은 프레임 내부식성을 

＊ 좌 상은 전술타이어 그림으로 타이어, 런플랫, 휠조립체의 형상도

＊ 중앙 상은 런플랫 피탄 후 상태이며 피탄된 부분만 조금 손상을 입은 상태 

＊ 우 상은 런플랫 피탄 후 약 00km/h 속도로 포장도로 주행

＊ 중앙 하는 앞타이어 2개 피탄 후 주행시험, 우 하는 측면 타이어 2개 피탄 후 주행시험

＊ 좌 하는 주행시험 후 관련기관 현장 토의

런플랫

타이어

휠조립체

휠 &타이어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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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물이나 수분이 밖으로 빨

리 배출되도록 32개 소의 드레인 홀을 설계에 반영하고 

프레임 내부에 방청제를 도포하여 5개월 간 기존 K-131

차량과 비교하여 내부식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

은 미 MIL-STD-810F11의 시험기준보다 가혹하게 프레

임 자체를 일정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침수시켜 햇볕에 노

출시키는 방법으로 내·외부 발청여부를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K-131차량은 26개소에서 발청이 발생한 반

면 소형전술차량(LTV) 프레임은 2개소에서 발생했다. 발

청부위의 성분분석 결과 방청제 도포가 제대로 되지않은 

것으로 양산시 품질관리를 위해 작업공정순서표에 반영

토록 하여 누락부위가 없도록 했다. 

  전자파 차폐 

군용차량의 특징이 전자파 차폐기능이 있다. 상용차

량을 이용하여 군용화하기 어려운 부분 증 한 요소이기

도 하다. 전자파 차폐의 기능은 전자장비들의 고출력화, 

고밀도화 됨에 따라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문

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 시험기준은 MIL-

STD-461F12를 근거로 복사방사(RE102)13, 복사내성

(RS103)14, 전자기 양립성(INTRA-EMC)15시험 규격이 적

용되었다. RE102 복사방사는 차량의 모든 전자장비를 켠 

상태에서 차량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량이 미군 전자파 시

＊ 좌 상 그림은 소형전술차량 프레임, 좌 하는 프레임 내부 방청제 도포 형상

＊ 우 상은 소형전술차량과 K-131 차량의 도장 비교, 우 하 사진은 소형전술차량 프레임 염수 침수 사진 및 5개월간 시험 후 프레임 단면 절개 사진

11  MIL-STD-810F :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 

IONS AND LABORATORY TESTS(환경시험)

12  MIL-STD-461F : REQUIREMENTS FOR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HARACTERISTICS 

OF SUBSYSTEMS AND EQUIPMENT(전자기파 간섭 시험)

13  복사 방사(RE 102) 시험 :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전기장치(와이

퍼모터, 에어컨, 비상경고등, 전조등, 계기판등, 미등 및 실내등)를 모

두 켰을 때의 복사 방사량이 요구주파수 범위(2MHz∼18GHz)에서 

MIL-STD-461F RE 102의 한계치 내에 있어야 한다

14  복사 내성(RS 103) 시험 :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전기장치(와이

퍼모터, 에어컨, 비상경고등, 전조등, 계기판등, 미등 및 실내등)를 모

두 켰을 때의 요구 주파수 범위(2MHz∼18GHz) 에서 MIL-STD-

461F RS 103에 따라 전자파를 인가했을 때 차량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15  전자기 양립성(Intra-EMC) 시험 :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차량의 전

기, 전자장비 상호간에 기능상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전방범퍼

결박 및 견인고리

사이드레일 조립체

핀틀후크

프레임

프레임
내부

CAVITY WAX 분사

드레인 홀 왁스 노즐

[프레임 단면 A-A]

구  분 양산차(1/4톤) 프레임 소형전술차 프레임

전착도장사양 수용성 양이온 전착 프라이머

외부 전착두께 : 20㎛ 전착두께 : 22㎛ 이상

내부 전착두께 : 12㎛
전착두께 : 13㎛+캐비티

왁스 도포 50㎛ 이상



험기준인 MIL-STD-461F 내에 있어야 하며 규정 주파

수 대역을 초과하면 소형전술차량LTV이 타 군용 장비에 

주파수 영향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킨다. 반대로 RS103 

복사내성은 외부의 주파수가 차량에 노출되었을 때 소형

전술차량LTV의 전자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

험이며 이 시험만 약 1개월 이상 수행된다.  

소형전술차량LTV은 엔진의 ECU 등 22개의 전자장비 

및 부품, 전선에 대해 전자파 차폐를 하였으며 차폐란 전

자파가 부품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터 

및 군용 커텍터로 차단하며, 전선의 두께를 늘려 전자파

의 영향성이 없도록 개발하였다. 

향후 소형전술차량LTV에 탑재되는 전자화된 무기체계

의 영향성을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의 하

나이다.

  방탄발열유리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고려시 동계에 차량유리의 성애

제거 장치는 필수적으로 상용차량에 적용되어 있다. 방탄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공인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전자파 차폐 시험

소형전술차량

전자파 성능 측정 DATA [MIL-STD-461F RE 102 대비 ]

시험품 HVAC 시험조건 전원 ON

1. RE102, RADLATED EMISSIONS, ELECTRIC FIELD, 10kHz TO 18GHz 시험

1.1 Ambient, 수직 편파(2MHz~1GHz)

[그림 8] 소형전술차량의 전자파 차폐 사양으로 개발된 부품들

엔진 ECU 발전기 후래셔 유니트 고전압 발전기 TCU HVAC BEQ LED 램프

TCCU 에어컨 압축기 클러스터 HVAC 콘트롤러 ESP 에어컨 응축기팬 배선뭉치 물펌프

ETACS 연료펌프 밴 히터 와이퍼 모터 조광기 스위치 밴 환풍기

＊ 좌측은 전자파 허용기준을 초과 시 데이터 그래프 곡선이며, 우측은 소형전술차량LTV 전자파 시험결과 기준치 이내 데이터 곡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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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상 그림은 과거 이라크 방탄차량의 방탄유리의 문제점인 층분리와 백화현상에 대한 원인 검토와 소형전술차량LTV의 개선책을 비교한 자료
＊ 우 상 그림은 소형전술차량LTV의 방탄유리의 열충격시험 그래프로 -32°C에서 +80°C까지 열충격 사이클 도표로 미군 환경시험기준보다 더 가혹한 시
험조건이다. 

＊ 하는 실제 시험이 이루어진 공인인증기관 챔버와 환경시험 확인사진 

＊ 상 그림은 방탄유리와 발열체의 적층 및 설계, 시험시 방탄발열유리의 적외선 촬영

＊ 하 사진은 국과연 시험장에서 -32°C의 상태에서 성능시험과 피탄시 전면관측 및 주행가능성을 확인한 시험사진

전방 방탄유리 후면전방 방탄유리 전면(선탑석, 3개소 피탄)

77.8

19.3

1

2

-Measurement Range-
Voltage range: 0~12V
Current: Auto Current

Temperature

Glass

Glass

PET

PET

H

H

3

이라크 방탄차 소형전술차 측/후벙 유리 ■ 층간 박리 내구검증용 시험기준 적용

 ▶온도범위 : -32°C~80°C
 ▶시험기간 : 240시간(10일 소요)

■설비능력

•온도 : -40°C~150°C

•습도 : 25%~99%

• 시험 항목 : 열충격시험, 댐프시험, 고온, 저온, 

내습성

▶ 제작법 : 오토클레이브에서 완제품 성형 

▶ 층 분리 및 기포발생 원인 : 열팽창계수  
 차이 큼
 - 폴리카보네이트 : 70×10 - 6mm/°C
 - 유리 : 8.5×10 - 6mm/°C

▶ 제작법 : 오토클레이브에서 성형,   
 상온에서 필름 접착

유

리

기포발생 접착필름
(PVB)

PVB
접합필름

층 분리

비산방지
필름P

C

유

리
80°C

15hr

2hr

2hr 2hr

2hr

2hr 2hr 2hr

2hr

4회 반복

2hr

4hr
4hr 4hr2hr 2hr 6hr

2hr 2hr 2hr

12hr 12hr 6hr

23°C

-32°C



차량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차량의 

성애를 제거하는 기능을 디프로스터라고 하며 방탄유리

의 두께는 약 40mm가량 된다. 즉 3~4시간 이상 에어컨

이나 히터를 작동시켜도 두꺼운 방탄유리의 성애제거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동계시 즉각적인 장비 운용에 제

한이 된다. 국내 방탄유리 관련업체도 다수 있고 방탄유

리의 기술수준도 어느 정도 국내 기술이 성숙해 있지만 

발열기능이 있는 방탄유리는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소형전술차량LTV 양산시에는 30분 이내에 성

애제거가 가능한 방탄발열유리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장착된다. 또한 방탄유리도 기존 이라크 파병차량의 백

화현상, 층분리현상, 기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 MIL-

STD-810F의 환경시험항목인 고온, 저온, 상대습도에 추

가하여 열충격시험, 댐프시험, 내 화학성시험, 내광성, 진

동, 충격, 내마모, 내열성 시험이 추가되었다. 

이 중 열충격시험은 80°C~-32°C까지 240시간 동안 

4사이클을 수행하는 시험 후 방탄유리가 이상이 없어야 

하는 매우 가혹한 시험이며 이 수준의 시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방탄유리에 대해 이처럼 가혹하게 시험조건을 요구하

여 개발하는 것은 방탄유리가 고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이라크 파병차량의 백화 현상, 층 분리 현상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고가의 방탄유리의 운용기간을 늘려 운

용유지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10kW급 탑재장비 전원공급용 발전기 

장축형 소형전술차량LTV에는 엔진룸에 10kW급의 탑

재장비 전원공급용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다. 이 발전기의 

＊ 위 사진은 현재 통신용차량 운용시 5kw 발전기 2대를 견인 트레라
에 적재하여 출동하는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발전기 트레라 없이 통
신용 소형전술차량내 10kW급 탑재장비 전원공급용 발전기가 엔진룸 
내에서 발전 가능하여 발전기 트레라 운용이 불필요하며 현재 트레
라 운용에 따른 이동간 사고와 부담을 없앴다.

＊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탑재장비 전원공급용 발전기 설계 형상

엔진 전원제어기

자동변속기

발전기

정격출력 : 10kW

장착위치 : 엔진과 변속기 사이

냉각 : 수냉식

＊ 좌/중앙/우는 발전기 출력 

및 용량시험, 전자파 간섭시

험, 축계내구 시험 수행 사

진으로 개발된 발전기가 군

용으로 적합한 요구성능 및 

군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되는 과정이다. 



•무기체계 Weapon Systems

용도는 정비용 및 통신용 차량 등 탑재되는 무기체계에 

적정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탑

재장비 전원공급용 발전기로 인해 발전기 트레라를 견인

하여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발전기의 근본 기술은 상

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착안하여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서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전류를 생산해서 전원제어

기를 통해 탑재장비에 공급토록 개발되었다. 

  탈부착식 방탄킷 

방탄부분은 탈부착식으로 개발했다. 탈부착식의 장점

은 예로 측면 피탄시나 교체소요가 발생하면 그 면을 전

체 교환할 필요없이 분할된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다. 그

리고 개당 중량이 22kg 미만으로 2인 1개조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작업성이 좋다. 평시 방탄킷을 떼고 운용하고 전

시 및 훈련시에만 장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면 방탄킷 전체의 중량이 약 315kg으로 차량 

전체중량에 비해 미미하여 연비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탈착시 별도의 관리소요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술적운용을 고려한 기갑수색차량  

기갑수색부대에 현재 K-131레토나 차량에 기관총을 

거치하여 운용한다. 또한 편제인원이 많아 관련장비를 적

재하고, 생존성이 취약해 임무수행에 제한이 많았다. 그

래서 기갑수색용차량은 작전운용개념에 맞게 방탄차량에 

사수가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며 연막탄으로 순간적인 적 

위협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사수의 신장을 고려

하여 사수 발판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화학전하 운용을 위한 카크 도장 적용  

우리 군의 무기체계 중 주요한 전차 및 장갑차, 화생방과 

관련된 제독차, 화생방정찰차 등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화학제 저항이 있는 CARC16 도장을 적용하고 있다. 

소형전술차량LTV은 전방부대 위주로 전력화되고 전시 

화생방전하 임무수행을 위해 기존 표준차량의 에나멜 도

장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CARC 도장을 적용했다.

  가속내구도 시험을 통한 부품의   
 신뢰도 확인 

가속내구도 시험이란 내구도시험이 1년 가까운 시간

[그림 9] 탈부착식 방탄킷

번호 위치 수량
총장착
볼트수

중량(kg/EA) 총중량(kg)

1

SIDE

2 10 6.7 13.4

2 2 12 4.8 9.6

3 2 12 7.9 15.8

4 2 4 1.2 2.4

5 2 4 1.5 3.0

6 2 4 1.4 2.8

7 2 4 1.2 2.4

8 도어 4 32 22.0 88.0

9
밴
(SIDE)

2 8 14.0 28.0

10 2 8 14.0 28.0

11 2 12 15.4 30.8 

12 밴
도어

1 6 20.3 20.3

13 1 6 17.2 17.2

14
밴
REAR

2 8 10.5 21.0

15 1 3 3.9 3.9

16 2 8 7.6 15.2

17 밴 FRT 1 8 14.0 14

32 149 315.8

4 2
5 3

9

17

10 14
15

14

12

13

16

161187
68

1

16  CARKChemical Agent Resistance Coating로 도장규격(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 국방규격 KDS 8010-1047-2)



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에 가해지는 진동/충격 등을 몇

배 가혹하게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내에 부품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형전술차량

LTV도 이 가속내구도 시험을 연구개발주관에서 약 2개

월간 현대 남양연구소 벨지안로에서 수행했다. 이 시험과

정을 거쳐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전에 보완하여 투입할 수 있었다. 

가속내구도시험을 위해 먼저 국과연 기동시험장과 남

양연구소 벨지안로의 노면별 노면가혹도를 센서를 이용

하여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비례치를 계산하면 내구도시

험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가속 내구도 시험거리가 산출된

다. 이를 근거로 정해진 속도와 코스로 시험을 했다. 물론 

이 시험은 사계절 환경에 노출되는 시험은 아니지만 짧

은 기간에 가혹도를 높게 함으로써 부품의 신뢰도를 확

＊ 좌/중앙 사진은 현재 운용중인 K-131 기갑수색차량과 기갑수색용 소형전술차량LTV 비교

＊ 우측그림은 과 기갑수색용 소형전술차량LTV 내부 적재품 설계 반영 형상도

지뢰탐지기

(0개)

기관총 탄통

거치대(0개)

자동바 타입 

스트렙조립체

야간투시경(0개)

연막탄 탄통(0개)

고정정 브래킷

(좌우유동 방지)

TMMR 무전기
기관총 탄통 

거치대(0개)

사수발판 조립체

[그림 10] 군의 카크도장 적용 장비

4색 CARC(국내 전차, 장갑차 등 적용)

K21 보병전투장갑차

차륜형 전투차량

K1A1전차

K9 자주포 5톤 신형제독차

스위스 EAGLE

미국 FMTV

11/4톤 화생방정찰차

미국 HMMWV

미국 OSHCOSH HEMTT

BV206

독일 AMPV

러시아 KAMAZ-5350

K200 육군보병 전투차

3색 CARC(국내 특수차, 해외 NATO 회원국 모든 전투장비 적용)



•무기체계 Weapon Systems

전

륜

후

륜

LH(2개소) RH(2개소)

노면별 Damage & 가혹도 비교

분석절차

하중이력(노면 Profile) 분석 절차

가속도 신호

가속도 신호 검토

유효 신호구간의 Damage 평가

유효 신호구간 선정

노면별 Damage 비교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M&S 프로그램(FATIGUE)을 
이용하여 Damage 산출

구  분
국과연 기동시험장 내구로

소  개
남양PG

비  고
포장로 비포장로 야지로 밸지안로

주행속도(kph) 70 35 25
-

30
비포장/야지로 : 
최대운용 속도

노면별 가혹도 1(기준) 7.8 8.0 86.9 포장로 기준

국과연 주행거리(km)/
비율

9,600(30%) 9,600(30%) 12,800(40%) 32,000(100%) - 내구로 주행기준

벨지안로 기준
주행거리(km)

110
[=9,600÷(86.9/1)]

865
[=9,600÷(86.9/7.8)]

1,174
[=12,800÷(86.9/8)]

2.149km
[가속내구 주행거리]

국과연 32,000km
상당 주행거리

약 8개월
75% 단축

약 2개월

가속내구

기본

내구

<소요기간>

2,149km

32,000km

국과연 내구로 vs 벨지안로 주행 상관거리

국과연 내구로

벨지안로

[그림 11] 현대 남양연구소 벨지안로 주행로 및 실차 주행 모습

＊ 위 사진은 현대 남양연구소 벨지안로 주행로 및 실차 주행 모습으로 벨지안로는 차량에 극심한 진동과 충격을 주기 위한 노면으로 되어 있다. 

차량 분해모습 엔진 자동변속기 중간변속기



인하였다. 

위 그림에서 보면 차량이 받는 진동과 충격을 분석하

기 위해 차량의 휠에 센서를 부착하여 포장, 비포장, 야

지를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면 이 센서에서 신호를 분석

(노면 프로파일)하는 분석절차로 이 이론을 적용하면 국과

연 기동시험장의 포장로, 비포장로, 야지를 각각 70km/h, 

35km/h, 25km/h속도로 주행과 현대 남양연구소 벨지안

로 30km/h 속도로 주행시 차량이 받는 진동과 충격의 가

혹도 비교는 1대 14.9가 된다. 즉 국과연 기동시험장에서 

포장, 비포장, 야지 총 32,000km 주행과 현대 벨지안로 

2,149km는 차량이 받는 진동과 하중이 같다고 보면 된다. 

저자는 실제로 이 시험에 참가하여 소형전술차량LTV

에 탑승하여 벨지안로를 주행해 보았다. 그 느낌은 진동

과 충격이 너무 심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느낄 정도

였다. 그 만큼 벨지안로에서 받는 진동과 충격이 컷으며 

이 시험에 참여하는 전문 드라이버들조차도 차량 1대에 5

명이 교대 주기로 할 만큼 힘들어 했다. 

그리고 가속내구도 시험 후에 차량 전체를 분해하여 

주요 부품과 구성품, 특히 프레임, 엔진, 변속기, 중간변속

기 등 주요 부분에 손상여부를 확인하였다. 내구해석한 

대로 주요 부품에 대한 손상은 없었으나 고무제품류 손

상, 치수공차로 인한 소음 등 약 100여 건을 식별하여 보

완하였다. 

•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된   

기술을 마치며

소형전술차량LTV에 적용된 상세 기술은 본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위주로 게재했다. 그러나 많은 M&S와 

내구해석을 통해 개발된 부품들과 레이아웃, 기타 많은 

전장분야 장치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못했다.  

앞에서 저자는 많은 규격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소형

전술차량에 적용된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 법규 등 법적

으로 준수해야 할 세부시행규칙과 30여 가지의 시험평가

절차와 규격을 적용했다. 또한 해외 전술차량의 규격서를 

참고했다. 그 이유는 법규, 시험평가절차, 규격 등이 설계

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상용차량의 평가기준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승차감

이나 실내 인테리어, 소음, 연비, 경제성 등이지만 군용차

량은 군운용 환경에 맞게 임무수행능력 및 전술적 운용

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소형전술차량LTV은 유사시 전투

를 준비하고 실시간 전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전술적

인 임무수행을 위해 개발한 전술차량이고 그 임무수행을 

위해 최적화 되었다. 그래서 소형전술차량은 상용차량의 

평가기준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전술차량이 상용차량 수준의 승차

감과 편의성을 갖추면서 군 운용성을 갖추기에는 불가능 

하다.

앞으로 소형전술차량이 전력화 되면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승차감, 정숙성 등 을 평가 기준으로 소형전술차량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었으면 한다.

소형전술차량LTV 양산을 위해 내년에 많은 수량의 차

량이 최초 생산되어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최초 생산품 시

험을 9개월간에 걸쳐 수행하고 ’17년 초반에 육군과 해

병대에서 야전운용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이다. 

소형전술차량LTV은 앞으로 우리 군의 주력 기동장비

가 되며 많은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운용될 것이다. 또한 

향후 수십년간 군에서 운용될 것이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개선 및 개량이 되어 작전운용환경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형전술차량 개발성과와 적용기술(Ⅲ)에서는 해외유사

차량을 비교하여 성능 수준 및 경쟁력을 게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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