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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비례하는 오차를 고려한 eLoran 항법 알고리즘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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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ran Navigation Algorithm Considering Errors Proportional to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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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Phil Song․Heon Ho Choi․Young-Baek Kim․Sang Jeong Lee․Chansik Park)

Abstract –  eLoran is enhanced Loran-C and eLoran is researched for as GPS backup system because this system is 

resistant to signal interference and has high accuracy. TOA measurements of eLoran include errors proportional to the 

range such as PF, SF, ASF and EF. Therefore these error factors must be compensated for improved accuracy of 

position. Generally, error models or GPS aided compensation methods are used, but these methods are limited by lack of 

infrastructure or system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new model of error factors included in eLoran TOA 

measurements and navigation algorithm using this model. Error factors in this model are sum of a certain size of error 

and error proportional to the range. And feasibility and performance of proposed navigation algorithm are verified by 

using raw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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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eLoran(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은 기존의 

Loran-C의 정확도를 개선한 항법 시스템이다. Loran-C는 

한 체인에 속한 송신국의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측정치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정확도가 약 450m

에 불과하다. 반면에 eLoran은 수신 가능한 모든 체인의 

TOA 측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항법 시스템이며, 정확도가 

높다. 한 GPS와 통합 운용할 경우, GPS까지 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재

에 취약한 GPS의 단 을 보완하는 백업 시스템으로 

eLoran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으로, 이미 유럽의 GRI 

6731 체인에서 eLoran 련 서비스를 제공 이다.

eLoran의 TOA 기반 거리 측정치에는 PF(Primary 

Factor), SF(Secondary Factor), ASF(Additional Secondary 

Factor), EF(Ellipsoidal Factor)와 같은 오차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치 추정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하여 이

를 제거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각 오차 요소에 한 모델

식을 이용하거나 ASF Map과 같은 보정 정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오차 보상 방법이 연구되어 있다. 그러나 각 모

델식을 별도로 용하는 것은 연산 부하량이 매우 크고, 

ASF Map과 같은 방법은 실 으로 비가 어려워 실제 

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한, Relektronika의 

LORADD[2]와 같은 일부 eLoran 수신기의 경우에는 거리 

비 매우 큰 수신기 시계 오차가 TOA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항법 알고리즘과 오차 보상 방법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가 발산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오차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GPS-aiding 

기법이 제안되었다[3]. GPS-Aiding 기법은 TOA 측정치는 

실제거리와 오차의 합과 같다는 에서 착안하 으며, 실제

거리는 GPS 치해와 송신국 치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

를 eLoran/GPS 통합 수신기에 용할 경우, GPS와 eLoran

이 모두 가용하면 GPS로부터 eLoran의 오차를 계산한다. 

그러나 GPS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최근에 계산한 오차를 

eLoran의 단독 항법에 이용한다. 이 방법은 eLoran 항법 결

과가 GPS 치해와 유사한 정확도를 갖는 장 이 있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 계산된 오차의 신뢰도가 감소

하며, 처음부터 GPS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오차를 

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eLoran의 TOA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 요

소들을 재정의한 새로운 측정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

한 최소자승법 기반의 항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은 공통 오차인 수신기 시계오차 이외에 PF, SF, ASF, 

EF와 같이 수신기와 송신국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 

요소를 하나의 오차로 가정하고 측정치를 모델링함으로써 

기존의 항법알고리즘이 갖는 GPS 의존성  치해의 발산 

문제를 해결하 다. 한 기존의 오차 보상 방법으로 PF, 

SF, ASF, EF와 같은 오차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향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하여 서유럽 지에서 수

집한 실제 측정치를 이용하 다. 한, 기존의 GPS A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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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치 추정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

로써 제안한 기법의 타당성과 성능을 확인하 다.

2 . 기존 eLoran 항법 알고리즘  문 제

eLoran 수신기의 TOA 측정치에 속을 곱하면 거리측정

치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eLoran 송신국과 수신기는 모두 

동일한 고도면 상에 치하므로 eLoran에서는 2차원의 치

만 고려하며, 실제 거리 은 송신기  와 수신기  

사이의 직선거리가 된다. 한 거리 측정치에는 , , 

   수신기의 시계오차   등의 오차와 측정 잡음이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거리 측정치 는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1차 상요소 PF는 기 에서의 속도와 진공 상태

에서의 속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오차이다. 

기 에서의  속도 는 299,691,162 [㎧]로, 이는 진

공 상태에서의  속도 와 1/1.000338 배 가량 차이가 있

다. 한, 2차 상요소 SF는 신호의 경로가 부 해수

면을 지날 경우를 가정하고 구한 지연 오차이다. 기존에는 

PF와 SF를 별도로 계산하 으나, 최근에는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의 권고에 따

라 PF와 SF로 인한 지연을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계산하여 

보상한다[4][5]. 이 때,   
  × ,  ,   , 

  ,   ,     이다.

 




   
  





(2)

 

부가  2차 상요소인 ASF는 경로가 육상일 경우

와 해수면일 경우의 송 지연 차이이다. ASF를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매 epoch마다 ASF를 계산하거나 ASF Map을 

용하는 방법 는 dLoran(differential Loran)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매 epoch마다 ASF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Millington 혹은 Monteath 모델을 사용하여 ASF를 계산한

다[5][6].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수신기 내에서 ASF를 

직  계산할 경우, 복잡한 계산 과정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ASF Map 방법은 ASF를 실시간

으로 보상하기 하여 ASF를 사 에 계산하여 가지고 있다

가 이를 측정치에 보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ASF 맵을 생

성하기 해서는 도율 데이터  고도 정보를 알고 있어

야 하며, 계산된 Map을 장할 수 있는 내부 메모리나 별도

의 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한, ASF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ASF Map 만으로는 정 한 제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eLoran에서는 dLoran 기법을 사용한

다. 이는 eLoran의 정확한 운용이 필요한 항구 주변에 용

되는 방법으로, 인근의 감시국에서 ASF를 측정하고 이 값

과 ASF 맵의 차이를 LDC(Loran Data Channel)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방송함으로써 ASF를 효과 으로 보상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ASF를 직

 계산하거나 ASF Map을 유지하는 등의 수신기 시스템 

상에서의 부담은 어들지만, dLoran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는 범 를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eLoran 신호는 지표면을 따라 되므로 수신기와 송신

국 사이의 거리는 지구 타원체 상의 거리이며, 직선거리와는 

다른 값을 갖는다. 타원체 상에 치한 두  사이의 거리

는 Vincenty의 역문제[7]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나 계산

의 부하가 크다. 따라서 수신기 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

번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하여 다음의 EF[8]를 이용하여 

보상한다. 여기서 는 타원체 상에서의 거리이고 

 
  는 직선거리를 나타낸다. EF는 사

용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의 상수로 볼 수 있으므

로 한번 계산된 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계산의 부하를 

일 수 있다.

 


    (3)

 

이외에 고려하여야 하는 오차 요소로는 방사지연(ED, 

Emission Delay)이 있다. ED는 동일한 체인 내에 속한 주

국의 송신 시 보다 종국의 신호가 늦게 송신되도록 일정한 

시간 지연을 삽입하여 수신기에 도달한 두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국의 TOA를 거리 측정치로 사

용하기 해서는 각 종국 별로 추가된 ED 만큼의 시간 지

연을 보상하여야 한다. ED는 식 (4)를 이용하여 보상 할 수 

있으며, TOA가 ED보다 작을 경우에는 값이 음수가 되므로 

신호의 한 주기인 GRI를 TOA에 더하여 보상한다.

 











×  ≥
×   

(4)

 

PF, SF, ASF, EF, ED가 보상된 측정치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는 보상하고 남은 오차의 합이다.

 

 
    (5)

 

식 (5)의 eLoran 측정치를 기   에서 선형화하면 

식 (6)과 같다. 여기서 
  


 


, 


  


 


이다.

 

   



 


 

 
 











  (6)

 

식 (6)으로부터 ≥  개의 송신국에 하여 식 (7)과 

같은 측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벡터-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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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 (8) 에 가  최소자승법을 용하면 수신기의 치, 

시계오차와 그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가

행렬로 모든 송신국의 TOA가 같은 정확도로 구해진다면 


   


 
으로 둘 수 있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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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상하지 않은 eLoran 거리 측정치

Fig. 1  Raw TOA Measurements of eL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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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제거리와 ED를 제거하고 남은 오차 요소

Fig. 2  Range and ED compensated T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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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리, ED와 (=10,770,000)를 보상한 측정치

Fig. 3  Range, ED and   compensated TOA

  그러나 재 동작 인 eLoran 송신국으로부터 수집한 

수신기의 측정치에는 앞에서 설명한 오차 요소 외에 비정상

으로 큰 수신기 시계오차뿐만 아니라 악되지 않은 요인

에 따른 오차가 존재한다. 그림 1은 보상하지 않은 eLoran 

거리측정치이며, 그림 2는 식 (1)에서 GPS로 구한 수신기 

치와 알고 있는 송신국의 치를 이용하여 구한 거리 

와 를 제거한 결과이며 이는 TOA 측정치에 포함된 모

든 오차 요소를 의미한다. 이 때, 수신기 시계오차가 공통이

란 을 고려하여 를 10,770,000으로 가정하고 식 (1)에서 

추가로 제거한 나머지 오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그래

는 PF, SF, ASF, EF와 송신국 시계오차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오차의 합으로, 변화가 25 ㎞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PF, SF, ASF, EF 만으로 보기에는 변화폭이 무 크다. 따

라서 이것은 다른 오차 요인에 의한 향으로 추측되지만, 

재 이들 오차를 효과 으로 제거할 모델은 없는 상황이다.

GPS와 eLoran 모두 사용 가능할 경우, GPS로 구해진 

치  를 이용하여 구한 거리를 eLoran 거리 측정치

에서 빼면 보정치 ∆를 구할 수 있으며, ∆를 eLoran 측정
치에서 빼면 오차를 보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      

 

(11)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느 순간부터 GPS가 동작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직 에 구해진 값을 계속 용함으로써 eLoran 

측정치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치 오차의 특성이 

바 기 때문에 치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한 

GPS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

하여 해를 구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3 . 새로운 eLoran 거리 측 정 치  모델을 이용한 항법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eLoran 거리 측정치에는 공통

오차인 수신기 시계오차 외에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가 존재

하지만, 이를 계산하여 제거하는 것은 실 으로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식 (5)의  를 거리에 비례하는 바이어스 와 잡음 의 

합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식 (5)를 식 (12)로 쓸 수 있다.

 

    (12)

실제 측정치에는 PF, SF, ASF, EF나 수신기의 시계오차  

외에도  송신국의 시계 오차나 치 오차 같은 측정하기 어

려운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수신기 시계오차의 크기

가 비정상 으로 큰 경우에는 ≫
 , ≫

 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식 (7)을 선형화한 측정식에서, 


 

 
의 조건계수(condition number)가 나빠져 수치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와 같이 수신기 시계

오차가 비정상 으로 큰 문제와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를 처

리하는 eLoran 항법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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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에 섭동법(perturbation)을 용하고 기  

에서 선형화하면 식 (13)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수치 안

정성 향상을 하여 와 도 기 으로 두고 선형화 하

다. 이로 인하여 아주 큰 값인 와 를 제외한 오차 성

분인 와 를 구함으로써 수치오차의 증가를 피할 수 있

다. 식 (13)에서 는 선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측

정 잡음의 합을 나타낸다.

 

    
 
 




 

   




 

≅  
 
 









(13)

 

식 (13)을 정리하면 식 (14)를 얻을 수 있다.

 

 ≡ 

 
 

   
















(14)

 

기존의 eLoran 항법알고리즘은 미지수가 3개이므로 최소 

3개의 TOA 측정치를 이용하여야 했지만, 제안한 방법은 추

정하는 미지수가 4개이므로 4개 이상의 측정치가 필요하다. 

부분의 Loran-C 체인은 4개 이상의 송신국으로 구성되고, 

eLoran에서는 다른 체인의 신호도 사용가능 하므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개의 송신국에 하여 구한 측정식은 식 (15)와 

같고, 이를 벡터-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식(16)과 같다.

 






⋮





≡






 
  

⋮ ⋮ ⋮⋮


 

  

























⋮





 (15)

   (16)

 

식 (16)에 가  최소자승법을 용하면 식 (17), 식 (18)과 

같이 해와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측정잡음의 

공분산으로 모든 송신국의 TOA가 같은 정확도로 구해진다

면   

 
로 둘 수 있다.

 

 


 
 


  (17)

 
 

 
(18)

 

기존의 항법 알고리즘에서 비정상 인 시각 바이어스와 

같은 오차를 보상하려면 GPS-Aiding과 같은 방법이 필요했

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법은 수신기 시계 오차 외의 다른 

오차 요소도 추정  보상하므로 dLoran과 같은 eLoran 

련 기술을 용하기 어려운 eLoran의 도입 기단계에서 특

히 우수한 항법 성능을 보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 실 험  성능 평가

재 국내에는 eLoran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안한 항법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네덜란드

의 Reelektronika 사에서 제공한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 다

[2][9]. 제공된 데이터는 Reelektronika에서 시 하고 있는 

eLoran/GPS 통합 항법 수신기인 LORADD를 이용하여 수

신한 데이터이며, 2010년 7월 20일에 네덜란드에서 국까지 

배를 통하여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것이다. eLoran 

TOA 기반 거리 측정치로는 주국 1개, 종국 3개로 구성된 

6731 체인의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eLoran 치 추정 결

과는 LORADD 수신기에서 GPS/eLoran 항법으로 구한 

치해와 비교하 다. 그림 4에 6731 체인의 송신국 배치와 

수신기의 이동 경로와 LORADD 수신기의 출력으로 계산한 

거리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거리 측정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수신기의 이동 경로와 송신국 배치

Fig. 4 Trajectory of Receiver and Positions of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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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신기와 송신국 사이의 실제 거리

Fig. 5 Real Range between Receiver and Trans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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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평면에서의 궤 (기존 알고리즘)

Fig. 6  Horizontal Trajectory of Receiver(2D eL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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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ORADD 치 추정 결과와의 비교(기존 알고리즘)

Fig. 7  Bias from 2D eLoran(Compared with LORADD)

3.9 3.95 4 4.05 4.1 4.15
51.96

51.97

51.98

51.99

52

52.01

52.02

52.03

52.04

la
tit

ud
e

longitude

Horizontal Trajectory with 2D eLoran
PFcomp = 0, EFcomp = 0, BIAScomp = 0

 

 
Reference from Loradd
2D eLoran with 9007Y

그림 8  수평면에서의 궤 (제안한 알고리즘)

Fig. 8  Horizontal Trajectory of Receiver(Proposed method)

기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신기의 치를 추정한 결과

는 그림 6과 같다. 제공 받은 로그 일에서는 UTC 1.26∼

1.3´105, 수평궤 에서 경도 4, 도 51.01 부근에 해당하는 

구간의 데이터가 락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제외

한 LORADD의 치 추정 결과와 기존 알고리즘으로 구한 

치해를 비교하 다. 치 추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그

림 7과 같고 수평면에서의 RMS는 163,053,012m의 차이를 

나타낸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GPS 치해와 상당한 차이

가 존재하므로, 기존 알고리즘의 치 추정 결과가  신

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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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ORADD 치 추정 결과와의 비교(제안한 알고리즘)

Fig. 9  Bias from 2D eLoran(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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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  거리에 비례하는 바이어스(제안한 알고리즘)

Fig. 1 0  Range related Bias(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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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거리 * D(제안한 알고리즘)

Fig. 1 1  Range * D(Proposed Method)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치 추정 결과는 그림 8과 같

다. 이 때, PF, SF, ASF  EF를 거리에 비례하는 하나의 

오차로 가정하고 해를 구하 다. 추정한 치해와 LORADD

의 출력을 비교하여 구한 수평면에서의 RMS는 409.8601m

이다. 그림 9로부터 구한 수신기 시계오차는 약 1.07×10
7
이

며, 그림 5와의 비교를 통하여 거리측정치에서 공통 오차 성

분을 제 로 추정해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 추정한 

D 값을 나타내고, 그림 11에 추정한 거리×D 값을 나타내었

다. 그림 5와 그림 9, 그림 10을 비교하면 거리 측정치에 포

함된 오차는 시간에 따라 격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수신기 시계의 변화(drift)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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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수평면에서의 궤 (RTCM 추가보상)

Fig. 1 2  Horizontal Trajectory(Proposed method+R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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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거리에 비례하는 바이어스(RTCM 추가보상)

Fig. 1 3  Bias from eLoran(Proposed method+R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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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거리에 비례하는 바이어스(RTCM 추가보상)

Fig. 1 4  Range related Bias(Proposed Method+RTCM)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보상 방법을 모두 용하 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하 다. RTCM 

SC-127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for Maritime 

Loran Receiving Equipment의 권고에 따라 PF, SF를 보상

하고 EF를 보상하 다. 보상된 측정치와 제안한 방법을 이

용하여 수신기 치를 추정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LORADD 수신기의 출력과 비교하 을 때, 수평면에

서의 RMS는 660.9153m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오차를 보상

하지 않은 그림 8의 결과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인 UTC 1.32×10
5
 이후에서 D 값이 증가함에 따

라 거리×D 값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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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 거리 * D(RTCM 추가보상)

Fig 1 5 Range * D(Proposed Method+RTCM)

 

그림 9, 그림 11과 그림 13, 그림 15를 비교하면 모델에 

의한 보상에 의하여 수신기 시계오차와 거리×D 값 모두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에 사용한 모델의 정확

도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나은 결

과를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Loran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 요

소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eLoran 항법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eLoran 거리측정치에 포함된 비정상 으로 큰 수신기 시계

오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치 오차를 감소시키고, 거리에 따

라 증가하는 오차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3개의 측

정치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리, 제안한 

방법은 4개 이상의 측정치를 필요로 하는 단 은 있으나, 기

존의 알고리즘으로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를 구할 

수 있으며, GPS나 다른 보상 방법이 없더라도 해를 구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다. 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제 측정치를 이용하 다. 실험 결

과, eLoran 측정치만으로도 뛰어난 반복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완 하지 않은 모델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것에 비

하여 PF, SF, ASF  EF를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로 두고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로부터 보상을 한 모델의 정 도가 낮은 eLoran 보  

기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에 더욱 유용한 결과를 

보여  것임을 측할 수 있다. 다만, GPS와 차이를 이

고 최종 으로는 HEA(Harbor Entrance and Approach)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dLoran 등 좀 더 정 한 오차 

보정과 연 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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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학과 졸업. 1984년 동 학원 기공

학과 졸업(석사) 1998년 충남 학교 학

원 자공학과 졸업(박사) 1984년-1998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98년- 재 한양네비콤㈜ 연구소장.

 Tel : 042-363-9200

E-mail : ybkim@hanyangnav.co..kr

이 상  정  ( 李 相 禎)

1957년 8월 15일생. 1979년 서울 학교 

자공학과 졸업. 1981년 동 학원 자

공학과 졸업(석사) 1987년 동 학원 제

어계측공학과 졸업(박사) 1987년- 재 충

남 학교 교수.

Tel : 042-821-6582

E-mail : eesjl@cnu.ac.kr

박 찬 식 ( 朴 贊 植)

1961년 10월 1일생. 1984년 서울 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86년 동 학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석사). 1984년-1997

년 삼성 자 연구원. 1997년 서울 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박사). 1997년- 재 

충북 학교 교수.

Tel : 043-261-3259

E-mail : chansp@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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