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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 성능 확장, 연동능력 강화, 소형·경량화를 통한
지상군 화력 작전 수행능력 제고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육군, 해병대사에 배치된 기존 노후 체계를 성능
개량하기 위해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

A2)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BTCS(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는 포병대대의
대대급 또는 포대급 사격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사격지휘체계로, 전·평시 지상군
화력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은
약
❍

109억

1989년

원을 투자하여 시제

1식을

'21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최초 전력화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는 지난

(BTCS A1)을

완료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2차 성능개량(BTCS

A2)을

15년

2006년 1차

성능개량

이상 운용에 따른 노후화로

통해 전술적 사격지휘 기능, 상황 도시

기능, 연동능력, 보안성 등을 성능 개량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 (사격지휘 기능) 다수표적 동시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최적의 사격
방법을 추천하는 분석형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하여
사격지휘 기능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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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도시 기능) 기존 장비에는 디지털 지도만 탑재되었으나, 고도
자료를 추가 탑재하여 최신 디지털 상황도를 통해 전장상황 도시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연동능력 등) 지휘통제 통신(C4I 체계와 연동 등 기존
*)

개에서

12

개

15

체계로 연동대상이 확대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확장,
기존 데스크톱 형태에서 노트북 형태로 장비가 소형화· 경량화되어
지상군 화력분야 작전 수행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C4I 체계 :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뜻한다.

❍ 특히, 이번 2차 성능개량 사업(BTCS

A2)은

포병대대, 포대의 동시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사격지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체계가 개발된 이후에는
사격지휘통제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지상군 포병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정규헌(고위공무원)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이번 체계개발로
지상군 포병전력의 사격지휘능력이 향상되어 우리 군의 현존 포병전력 활용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며, 향후 양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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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붙임 1 >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BTCS) 운영 개념도

< 붙임 2 >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간 비교

구

분

형

상

1차 성능개량

⦁데스크탑 형태

(전술통제기)

CPU /
운영체제

2차 성능개량

⦁ 586급 중앙처리장치, 구형 운영체제
⦁ 사격지휘 자동화

사격지휘

⦁ 견고화 노트북 형태
소형화⦁경량화
⦁ 최신 중앙처리장치 및 운영체제
(Windows 10급 이상)
⦁ 사격지휘 기능 고도화

- 표적별 순차적 사격제원 산출

- 다수표적 동시처리 가능

- 분석형 기능 미제공

- 분석형 기능 제공 (최적의 사격방법 추천 등)

상황도

⦁ 최신 디지털 상황도 구현

-

연동체계

⦁ 12개 체계

⦁ 15개 체계로 연동대상 확대

연동방식

⦁ BTCS 전용 메시지

⦁ KVMF* 등 국방정보기술표준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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