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eLoran 지상 항법시스템은 성항법시스템 교란에

비한 백업시스템으로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해양분야에서

는 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측 와 항법분야에서 교란

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한 eLoran 활용이 주요 심사 다.

그러나 성항법시스템은 측 와 항법분야 이외에 시각동기

분야에서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인 가 AIS의

시각동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eLoran 지상 항법시스템

이 시각동기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해 eLoran 시각동기 성능에 해 분석하고, 활용 가능

응용분야에 해 알아본다.

2. 국내 eLoran 기술개발 황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GPS 교란 응을 목 으로

eLoran 기술개발에 착수하 다. 본 사업은 eLoran 기술개발

서비스를 통한 지상 기반의 독자항법시스템 기술보유 뿐

만 아니라 성항법시스템(GNSS) 재 성이상 발생시 효

율 이고 안정 인 백업항법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해양 항법

분야에서 안정 인 PNT&D 성능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해 ERP 50kW 이상의 송신출력 확장이 가능한 반도체

eLoran 송신기 개발, 보정기 국(dLoran) 통합 운 제어기

술 개발, eLoran 테스트베드 구축 성능평가와 eLoran/GNSS

통합수신기 고도화 기술개발이 추진 이다.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해 구축될 테스트베드의 개념은 기존 로란-C 송신국

과 신규 시험송신국을 이용해 설명한 Fig. 1과 같다[6].

Fig. 1 Korea eLoran R&D Goal.

3. 시각동기 활용 가능성 분석

국외에서는 eLoran 시스템의 주요 활용분야로 측 ‧항법분야

와 함께 시각동기 분야에 해 주목해 왔다. 표 으로 유럽연

합과 미국은 eLoran에 의한 시각동기 활용에 심을 가져 왔으

며, 특히 미국은 eLoran을 미국 역에 시각동기 인 라로 활

용이 가능한지에 한 다양한 실증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Fig. 2 US eLoran Timing Performance Experi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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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실시한 eLoran 시각동기 성능 시험은 Fig. 2와 같으

며, 분석된 결과 에 의미있는 내용을 발췌하면 Fig. 3과 같다.

해당 결과는 eLoran을 이용하는 경우, 미국 FRP[5]에서 규정한

시각동기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

이었다. 분석된 결과는 완벽하게 eLoran이 운용되는 경우와 로

란 보정없이 이용되는 경우로 분리되었으며, 각 결과는 미국

FRP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보 다. 특히

Fig. 3(c) 결과는 eLoran 송신국과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시각동기 성능이 일정 수 을 만족시킨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a) Timing Accuracy (I)

(b) Timing Accuracy (II)

(c) Timing Accuracy (III)

Fig. 3 US eLoran Timing Performance Analysis Results[1].

‥‥‥ ( 략)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Loran 지상 항법시스템이 시각동기분

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eLoran 시각동기 성능에 해 분석하고, 활용 가능 응용분야에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 다. ‥‥‥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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