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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은 지상파 기반의 측위·항법·시각(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서비스의 대표격인 eLoran(enhance LOng RAnge 

Navigation) 시스템의 시각동기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신호 취약성에 따

른 시각동기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백업시스템으로 대표적 지상파항법시스템인 eLoran 시스템의 시각동기 성능모니

터링 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eLoran 시스템을 이용한 시각동기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성능감시를 위한 보정기준국(dLoran, 

differential Loran) 관점에서의 시각동기 성능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과 그 요구성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eLoran 테스트베드 환경 내 시

각동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장기 시범운영을 통해서, eLoran 시각동기서비스의 성능을 분석한다. 시각동기 성능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성능 분석결과 보정 전 43.71 ns, 보정 후 22.52 ns (rms)의 시각정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서 정밀시각 동기원으로 eLoran 서비스가 

충분히 GPS 백업 시각동기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이로란, 시각동기, 보정기준국, 보정정보, 시각동기성능감시, GNSS 백업, 세계협정시

Abstract : This study addresses on the design of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or the time synchronization service of the enhanced long-range 

navigation (eLoran) system, which has a representative ground-wave radio broadcast system capable of providing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and 

data (PNT&D) services. The limitations of time-synchronized systems due to the signal vulnerabilities of the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are 

explained, and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or the eLoran timing service as a backup to the GNSS is proposed. The time synchronization service 

using eLoran system as well as system configurations and the user requirements in the differential Loran (dLoran) system are described to monitor the 

time synchroniz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designed system are presented for long-term operation in the eLoran testbed environment. As the 

results of time performance monitoring, we were able to verify the time synchronization precision within 43.71 ns without corrections, 22.52 ns with 

corre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Loran system can be utilized as a precise time synchronization source for GPS timing backup.

Key Words : Enhanced Loran (eLoran), Time synchronization, Differential Loran (dLoran) station, Loran data channel (LDCl) corrections, Timing 

monitoring, GPS Backup, 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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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기반으로 하는 측위, 항법, 시각

동기(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서비스는 교통, 

항법, 측량, 방송통신, 금융시스템, 전력망, 군사 목적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위성항법 신호는 측위항법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요

구수준에 맞게 다양한 보정기법을 통하여 고정밀 위치정확

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각분야에서는 세계협정시(UTC)에 

100 ns 이내로 동기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Lombardi 

et al., 2006). 그러나 위성항법시스템에서 방송하는 항법신호

는 송출전력이 미약하여 신호가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파

간섭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즉, 재밍(Jamming)과 스푸핑

(Spoofing)을 통한 위성신호의 차단과 해킹이 가능하다. 국내

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도권 서북부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의도적 재밍의 영향으로 이동통신 기지

국과 항공기, 선박 등에서 위성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PN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Son et 

al., 2020). 특히 시각동기 분야에 있어서, 재밍 등의 영향에 

따른 시각동기분야의 손실은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금융, 

통신, 발전, 교통 등에서 정도에 따라 수십억 불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Industry
Timing 

Requirement
Impact of Loss

Monetary Impact 
of Loss

Banking & 
Financial

≤ 1 ms

Market vacuum (loss 
of liquidity); market 
“skimming”; leaked 
pricing information

Tens to 
Hundreds of 
Millions per 

stock

Telecommu-
nications

LTE: ±500 
ns

Loss of 
communications

Millions+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 1 μs

Power outage and 
potential equipment 

damage
Billions

DOD/DHS ≤ 1 ms
Loss of 

communications
Safety, Security

DOT: FAA ≤ 50 ns

Loss of ability to 
trilateral positioning; 

loss of 
communications

Safety, Security, 
Efficiency

Table 1. The Need for Time/Phase & Frequency (Schue, 2015)

  GNSS 신호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백업 PNT 시스템으로서, 

지상파를 기반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연구가 추진되었다(Celano

et al., 2005). 대표적으로 eLoran(enhanced LOng-Range Navigation)

을 들 수 있으며, 위성항법시스템과 같이 독자 신호를 이용

하여 PNT&D(Position, Navigation, Timing, and Data)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eLoran은 저주파를 이용하는 장거리 항

법시스템인 로란(Loran)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서, 100 kHz 

대의 로란펄스 신호를 이용한다(RTCM, 2017). 송신국과 사

용자 수신기 간의 전파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Fig. 1은 국제로란협회(ILA, International Loran Association)에

서 제시하고 있는 eLoran 시스템의 개념도(ILA, 2007)를 나타

내는데, 크게 핵심 eLoran 서비스 제공부와 해상 서비스 제

공부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핵심 eLoran 서비스 제공부에서

는 eLoran 송신국에서 eLoran 신호를 송출하면 보정기준국

(dLoran station)과 감시국(Monitoring station)에서 신호를 수신

하고, 보정기준국에서는 송신 신호의 전달과정에서의 오차

를 계산한 보정정보(Differential correction)를 제어국(Control 

center)에 전달하고, 또한 감시국에서는 송신 신호의 이상 유

무를 판단하여 무결성(Integrity) 정보를 제어국에 전달한다. 

다시 제어국에서는 보정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송신국에 전

송하면, 송신국에서는 보정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LDC(Loran 

date channel)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방송한다. 사용자는 이 

eLoran 신호를 수신하여 LDC 정보를 적용하여 수신기의 측

위정확도를 20미터 이내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시각동기서

비스 측면에서도, eLoran 시각동기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수

신기 관점에서 ±100 ns 이내의 시각동기가 가능하도록 송신

기의 동기 정확도는 50 ns 이내로 세계협정시(UTC)와 동기되

어 eLoran 신호를 송출하고 있다.

Fig. 1. Concept of eLoran system (ILA 2007).

  eLoran 시스템을 이용한 시각동기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

는 주로 미국에서 GPS 백업 시각 및 주파수 서비스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표적으로 eLoran을 이용한 레질

리언트 시각 및 UTC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Offerman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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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와 GNSS에 대한 강인한 정밀 시각 및 주파수 대안

의 필요성(Narins et al., 2012),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시각 및 

주파수에 eLoran의 잠재적 역할(Lombardi, 2006)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위의 논문들은 eLoran 시스템이 GNSS 백업

을 위한 시각 및 주파수 서비스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수행한 eLoran 

시각 서비스 성능 실험결과(UrsaNav, 2017)에서는 뉴욕증권

거래소의 금융거래, 항공기 교통량 제어를 위한 광역 시각 

제공원으로서 100 ns 이내의 요구성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에서 국내 기술로 eLoran 시스템 개발을 완료(’20.12)하

여, 2021년 6월부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인

천 서해 중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중이다. 인천 

아라서해갑문 북측 부지에 eLoran 시험 송신국을 설치하여, 

코리아체인(GRI9930)에 신규 신호(9930V)를 추가하여 송출하

고 있으며, 인천항과 평택항 인근에 보정기준국(dLoran)을 설

치하여, eLoran 신호에 대한 보정정보 생성과 송출 신호에 

대한 이상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기준국의 핵

심역할이 eLoran 신호에 대한 보정정보의 생성, 신호와 측위

정확도 측면에서의 감시를 담당하고 있어서, eLoran의 시각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성능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eLoran 테스트베드 

시스템의 시각서비스에 대한 성능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eLoran 시각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보정기준국의 감시

국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각동기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eLoran 신호를 이용한 시각동기 성능 감시

를 통해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지상파 기반의 시각동기 성

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각동기를 이용하는 국

가 주요 인프라의 백업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eLoran 테스트베드 시스템

2.1 eLoran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중인 eLoran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인천 아라서해갑문에 eLoran 시험송신국을 임

시로 구축하여, 포항과 광주 로란송신국의 시각동기시스템

과 동기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측위(시각)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항과 평택항 인근에 보정기준국(dLoran)을 설치

하여 보정기준국 반경 30 km 이내의 해역에서는 20 m 이내

의 측위정확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통합운영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eLoran 송신국 시스템 및 보정기준

국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eLoran testbed system (Seo et al., 2018).

2.2 eLoran 시스템 아키텍처

  eLoran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Loran 신호를 생성하고 송출하는 송신기 시스템과 eLoran 

신호를 수신하여 신호의 오차정보를 계산하고, 신호의 이

상여부를 검사하는 보정기준국 시스템, 그리고 eLoran 송신

국 시스템과 보정기준국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통합운영

제어국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Loran 송신국 시스템에서는 

UTC(KRIS)와 50 ns 이내로 동기 되어 eLoran 펄스를 송출하

고 있으며, 이때 송신안테나까지의 신호의 지연을 측정하여 

보상하기 위한 TOT(Time of Transmission) 제어를 수행한다. 

Fig. 3. Architecture of eLoran system.

(Seo et al., 2018; So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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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동기 요구성능 분석

  

  eLoran 시각동기 성능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각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조사하였다. 먼저 미국 연방전파항법계획(DoD, 

DHS, DoT, 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동기분야의 이용자 

요구조건(Offermans et al., 2016)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금융, 전력, 이동통신, 교통 등에서 UTC에 대한 시각정확

도를 1 s에서 1 μs 수준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Require-
ments

Measures of minimum performance criteria to meet 
requirements

Accuracy
(Time with 
respect to 

UTC) 

Availability Continuity Integrity
Time 

to 
Alarm

Coverage

Financial 
transaction 
time stamp

1 s TBD TBD TBD TBD Worldwide

Electric 
power 

transmission
1 μs TBD TBD TBD TBD

North
America

Cellular 
telephony

1 μs
Outages 
not to 

exceed 8 hr
TBD TBD TBD

North
America

Data 
networks

1 μs TBD TBD TBD TBD
North

America

Traffic 
signal 
timing

TBD TBD TBD TBD TBD
Nationwide/
Intersections

Table 2. User requirements for timing service

  또한 정밀시각동기 서비스의 경우 신호원별 오차 가능성

(Lombardi et al., 2005)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GPS의 

경우 100 ns 이내의 시각동기 성능이 가능하며, eLoran 시스

템의 경우 LDC 보정 전 1 μs, 보정 후 100 ns 이내의 동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각동기를 위한 사용자의 요구성능과 시각 서

비스 관점에서 eLoran 시각동기 요구성능을 정리하면, eLoran 

송신국에서는 사용자 수신기가 LDC 보정 전 UTC에 1 us 이내,

보정 후 100 ns 이내의 안정적인 동기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각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eLoran 시각동

기 성능 감시를 위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요구조건은 Table 4

에 나타낸다.

System Requirement Remark

Transmitter
Synchronized to 

UTC(KRIS): < 50 ns (rms) 

dLoran
Coverage

< 30 km 
radius

< 100 ns (rms)
Corrected 

Performance

> 30 km 
radius

< 1μs (rms)
Ref. US FRP 2019

(User aspect)

Comparison
(Reference) Time

GPS Time vs. eLoran 
Time (1 pps)

Parameter 1 pps Output

Table 4. User requirement for eLoran time monitoring

4. 시각동기 성능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eLoran 시각동기성능은 송신국의 서비스 관점과 수신기의 

사용자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송신기 관점에서 송

출 신호를 피드백하여 TOT 오차를 모니터링하여 그 오차 값

을 보상하도록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사용자 수신기 관점에

서는 이용자마다 수신기의 사용 환경이 다르므로, 보정기준

국에 시각동기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자시계를 기준

으로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Loran 수신기를 통해서 수

신하는 시각과 TIC(Time Interval Counter)를 통해 시각 오차를 

측정하여 사용자 수신기의 시각동기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Signals
Received 

Time 
Uncertainty 

Usable for 
Common-

View Time 
Comparisons

Notes

GPS/GNSS < 100 ns Yes

An uncertainty of 100 ns is typical 
if the antenna cable is calibrated 
and a delay constant is entered into 
the receiver, but lower uncertainties 
are often realized.

WAAS
(SBAS)

< 100 ns Yes

An uncertainty of 100 ns is typical 
if the antenna cable is calibrated 
and a delay constant is entered into 
the receiver, but lower uncertainties 
are often realized.

Table 3. Received time uncertainty of precise time synchronization 

providers

eLoran < 100 ns Yes

An uncertainty of 100 ns requires 
the application of monitor corrections 
from the LDC and calibration of 
the receiver and antenna.

CDMA 100μs No

An uncertainty of 100 μs assumes 
that a base station is located within 
30 km of the receiver. In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base stations the 
uncertainty is often < 10 us.

LTE 1μs No
An uncertainty of 1 μs assumes that 
a base station is located within 30km 
of the receiver. 

NTP 10 ms No
An uncertainty of 1 ms is possible 
with some operating systems and 
clien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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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Loran 신호 오차 보정기법

  eLoran 측위 및 시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eLoran 신호

가 사용자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오차요인을 파

악해서 보정해야 한다. Fig. 4는 eLoran 신호의 오차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자 수신기가 수신한 신호에는 송신기 내 

지연, 신호 전달 지연, 그리고 수신기 지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송신기 지연요소에는 시계오차, ECD(Envelop to Cycle 

Difference), 그리고 송신 잡음이 있으며, 수신기 지연요소에는 

수신기 시계오차와 수신잡음이 포함되어 있다. eLoran 신호

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소가 가장 큰 오차를 가지

며, 이 오차는 다시 PF, SF, ASF로 구분되어 진다(Offermans et 

al., 2016). 

Fig. 4. eLoran signal errors.

  신호전달 과정에서의 지연요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정

기준국(dLoran)에서는 eLoran 신호에 대한 오차성분 즉 보정

정보를 생성하고, eLoran 송신국 신호의 PPM(Pulse position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LDC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방송

한다. 사용자는 보정정보가 포함된 LDC 메시지를 수신하여 

식(1)을 이용하여 측위 및 시각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Offermans et al., 2016). 

             (1)

      (2)

TOR: Time of Reception, 

TOT: Time of Transmission, 

PF: Primary Factor, SF: Secondary Factor, 

: Additional Secondary Factor, 

: Spatial ASF

: Temporal ASF ()

: Receiver and Cable delays

여기에서 TOA(Time of arrival)는 eLoran 신호가 송신국으로부

터 사용자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송신

시간(TOT)에서 수신시간(TOR)을 뺀 값으로 표현된다. 이때

의 신호는 공기 중에서의 지연요소(PF), 해수면의 지연요소

(SF), 그리고 육상에서의 지리적인 신호지연요소(ASF)를 포

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신기와 사용자 수신기까지의 실제 

거리(Range)는 Vincenty 기법을 이용하고, PF와 SF는 Brunavs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나 ASF는 실제 신호측정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성분은 보정기준국에서 실측을 통한 보정정보 

즉, ASF의 시간적 변화량을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함으

로서 사용자의 위치정확도와 시각동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2 보정기준국 시각동기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eLoran 시각서비스의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각동기 성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정기준국

의 감시국 시스템에 루비듐(Rb.) 원자시계 및 시각비교수신

기를 시각비교 레퍼런스로 구성하여 Fig. 5와 같이 설계하였

다. eLoran 송신기에서 LDC 메시지로 제공되는 UTC 정보와 

보정정보를 사용자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 시각과 동

기시키고, 수신기의 1 PPS(Pulse per second) 출력과 GPS 시각

레퍼런스의 1 PPS 출력을 TIC로 입력하여 시각동기오차 측

정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이용하

는 루비듐(Rb.) 기반의 GPS 시각 레퍼런스 수신기는 20 ns 이

내의 1 PPS 동기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eLoran 수신기의 1 PPS 출력과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 하

는지를 비교한다.

Fig. 5. Configuration of eLoran tim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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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분석

5.1 실험환경 구성

  eLoran 시각동기성능모니터링을 위한 실험환경을 정리하

면 Table 5와 같다. 인천 eLoran 시험송신국의 송출전력을 

800 W(ERP)로 설정하였고, 보정데이터 제공을 위한 LDC 변

조방식은 9th pulse 방식을 선택하여 방송하였다. 이때 eLoran 

송신기와 보정기준국 수신기까지의 거리는 약 64.7 km 정도

이며, 수신기의 신호 수신 SNR은 평균적으로 10 dB 이상을 

기록하였다.

Items Settings

Output power of eLoran 
Transmitter

800 W (ERP)

Modulation Type (LDC)
Pulse Position Modulation (PPM) 

9th pulse

Distance from Transmitter 
to Receiver

64.7 km

Received SNR (mean) > 10 dB

Table 5. Experimental Setup

  평택 보정기준국의 감시국 시스템에 eLoran 시각동기 성능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Fig. 6과 같이 구축하였다. 

보정기준국 시스템에 GPS 시각과 비교를 위한 Spectratime의 

GPSReference 2000 시각용 수신기를 설치하여, 1 PPS(Pulse per 

second) 출력을 UN-152B eLoran 시각수신기에 입력하였다. 

UN-152B 수신기에서 GPS 1 PPS와 eLoran 시각 수신기가 자

체 수신한 1 PPS를 비교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Fig. 6. Setup for eLoran time monitoring system at dLoran station.

5.2 실험결과

  본 실험을 위해 보정기준국의 감시국 시스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eLoran 시각동기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의 2021년 

8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1개월)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Fig. 7은 LDC 보정 전 보정기준국 관점에서의 시각동기

성능 결과를 나타내는데, RMS(Root Mean Square)로 43.71 ns, 

95 % 범위에서 85.84 ns의 정밀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7. Performance result of eLoran time monitoring system (LDC 

uncorrected).

  

  LDC 보정 후 보정기준국 관점에서의 시각동기성능 결과

는 Fig. 8에 나타내었으며, RMS로 22.52 ns, 95 % 범위 내에서 

36.51 ns의 정밀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8. Performance result of eLoran time monitoring system 

(LDC corrected).

  Fig. 7 및 Fig. 8의 결과에서 TIC 출력이 점프하는 부분은 

사용자 수신기의 신호수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클슬

립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프현상은 사이클슬립 

검출 및 필터링 기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TIC 원시데이터 출력을 기반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

는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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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성능분석 결과를 통해서 eLoran 서비스가 보정기준국 

관점에서 사용자의 시각동기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정밀시각 동기원으로서의 활용과 함께, 

GPS 백업 시각동기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eLoran 시스템의 시각동기 서비스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제안된 시스템을 보정 기

준국(dLoran)에 설치하여 시험운영에 따른 성능을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GNSS 백업 PNT 시스템으로서의 eLoran 시스

템에 대한 개념과 시범운영 중인 eLoran 시스템 아키텍처 및 

운영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eLoran 서비스의 

측위 및 시각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정기준국 시스템과 이

를 통한 ASF 보정기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보정기준국 관점

에서의 eLoran 시각동기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험 구축하였다. 또한 eLoran 시각동기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각동기 요구성능을 정리하였고, 

eLoran 테스트베드 내 시범운영을 통해 보정정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43.71 ns(rms), 보정정보를 적용할 경우 22.52 ns(rms)

이내의 시각정밀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eLoran 시각 서비스가 GPS 재밍 등의 영향

으로 인한 신호 단절시 국가 주요 시각동기 인프라에 대한 

백업 시각동기 시스템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

양항법분야 활용에 있어서 AIS/VDE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VHF data exchange system) 기지국의 시각동기와 함께 

송수신 단말기에서 GNSS와 독립적인 시각동기서비스 운영

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결과는 시각 정밀도 측면

에서의 분석결과이며, 정확도 분석을 위한 시각비교 수신기

의 정밀 교정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한 정확도 측면에서의 

장기간 성능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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