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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스펙트럼 핸드오프는 현재의 전송채널을 다른 유휴채널로 바꾸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

정이다. 스펙트럼핸드오프의 목적은 부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데이터전송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전송품질을 보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핸드오프과정은 심각한 전송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채널 예측을 바탕으로 핸드

오프를 실행할 경우 핸드오프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미리 실행하므로 핸드오프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주사용자

에 대한 간섭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통계적 특성이 변화하는 채널 상황에서 채널 예측을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한 적응적 채널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적응적 채널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핸드오프시점을 미리 

추정하고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여 핸드오프 과정을 설계하였다. 

ABSTRACT 

Spectrum handoff is the process of exchanging progressing data transmission from the current channel to another 
idle channel. The essential goal of spectrum handoff in CR(Cognitive Radio) networks is to perform consistent data 
transmission while sustaining performance of ongoing transmission of secondary users. This handoff procedure can 
cause additional latency that eventually affects on the performance of CR transmission. Channel prediction method is 
expected to avoid the disruption to primary users and to reduce the handoff latency. In this paper, adaptive channel 
prediction is proposed to cope with time-varying channel and an adaptive channel prediction based proactive handoff 
procedure is designed to enhance data transmis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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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지무선통신 기술은 스펙트럼 홀을 활용하여 스펙

트럼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다[1, 2]. 인지 무

선 네트워크에서 인지무선 (Cognitive Radio)사용자가 

스펙트럼 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주사용자

가 나타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고 다른 스펙

트럼 홀로 핸드오프 한다[3, 4]. 이때 채널 예측을 바탕

으로 핸드오프를 실행할 경우 핸드오프에서 시간이 소

요되는 부분을 미리 실행하므로 핸드오프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주사용자에 대한 간섭도 줄일 수 있다. 이때 전

체 시스템 성능은 채널 예측 성능에 많이 의존하게 된

다[5-7]. 채널예측을 위한 채널의 통계적 특성은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축척된 채널 센싱 정보를 바탕으로 

구하므로 채널 상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할 경우 

채널 예측 성능이 떨어지고 이는 주사용자에 대한 간

섭 및 채널효율(throughput) 등의 성능에도 영향을 끼

친다. 따라서 채널 예측을 바탕으로 스펙트럼 이동성

을 지원할 경우 이러한 채널 예측 성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전 (proactive) 스펙트럼 핸드오프에서는 채널 예

측을 통해 핸드오프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 핸드오프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채널을 스위

칭 함으로써 핸드오프 과정에서 전송이 중단되고 전송 

지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8]. 반면 사전 스펙트럼 

핸드오프는 핸드오프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채널검색

하고 스펙트럼 스위칭을 시작한다[9]. 그림 1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핸드오프 동작을 보여준다. 사전e 스펙트

럼 핸드오프 방식은 핸드오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송

을 중단하고 스위칭 할 채널을 결정한 후에 핸드오프를 

수행하므로 심각한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전 핸드오프 방식은 핸드오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핸드오프를 수행하므로 스위칭이 안정적으로 빠

르게  수행될 수 있으나 채널 예측 기법과 복잡한 알고

리즘이 필요하며 채널 예측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통계적 특성이 변화하는 

채널 상황에서 채널 예측 에러를 반영하여 적응적으로 

유휴채널의 길이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핸드

오프시점을 미리 추정하고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여 핸

드오프 과정을 설계하였다.

(a)

(b)

그림 1. 두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 핸드오프 (a) 사전 핸드오프 

(b) 반응적 핸드오프

Fig. 1 Two types of spectrum handoff approaches (a) 
Proactive Handoff (b) Reactive Handoff

Ⅱ. 스펙트럼 이동성 지원을 위한 적응적 채널 

예측기법

2.1. 스펙트럼 홀에 대한 채널예측 

인지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스펙트럼 사용 가능성 유

무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므로 인지무선 사용자가 데이

터를 전송하는 도중에 주사용자의 출현으로 다른 스펙

트럼 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사용하는 스펙트럼에서 통신을 중단하고 다른 스펙트

럼으로 이동해 통신을 재개하는 과정을 스펙트럼 핸드

오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핸드오프 상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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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 잠시 데이터 전송을 중단 했다가 다른 채널에서 

전송을 재개하게 되므로 핸드오프로 인한 통신의 지연

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주사용자 채널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채널 

예측을 통해 핸드오프 시점을 미리 설정할 경우 핸드오

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주사용자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핸드오프를 실행함으로써 주사용자에 대한 

간섭도 줄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채널 예측에 기반한 

핸드오프 방식의 경우 핸드오프 성능이 채널 예측 성능

에 많이 의존한다. 채널예측이 정확할 경우 핸드오프 

지연 최소화 할 수 있는 핸드오프가 가능하지만 채널 

예측 성능이 떨어짐에 따라 핸드오프 성능 또한 떨어지

게 된다.
스펙트럼 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 사용자의 트래

픽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주사용자에 대한 트랙픽 

모델로 기존의 전화네트워크에서 사용되던 대표적 모

델링 방식인 포아송 모델을 사용하였다. 포아송 프로세

스는 renewal 프로세스로 트래픽의 도착간격은 평균값 

λ를 갖고  지수적 분포하고 있다. 스펙트럼 홀을 예측하

기 위해 채널 에서 주사용자의 패킷이  시간까지 도착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

   
     

        (1)

이때   는 채널 에서 주 사용자 패킷의 도착율이며 

 는 주사용자 패킷의 이전 도착시간과 스펙트럼 센싱

시간과의 시간간격이다. 스펙트럼 홀 를 한 채널에서 

주 사용자와의 충돌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확

률 임계값   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채널은 작은 시간

크기의 슬롯으로 나뉘어지며 스펙트럼 홀 은 이와 같

은 슬롯의 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인지무선사용자가 스

펙트럼 홀 을 이용하여 패킷을 전송하려할 때 성공

률은 최소 임계값 보다 더 커야한다. 임계값   는 주 

사용자에 대한 간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2)

이때 는 시간슬롯의 시간간격이다. 스펙트럼 홀

은 식(2)를 만족시키는 최대 슬롯의 수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홀의 슬롯수를 구할 수 있다.

   ⌊  log ⌋           (3)

스펙트럼 홀의 슬롯수 는 전송성공률 를 만족

시키면서 인지무선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시간슬롯을 의미한다. 각각의 채널은 각각 다른 도착율 

를 갖을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스펙트럼 홀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전송성공률 와 각 채널의 도착

율 값을 바탕으로 최대 전송 길이를 예측할 수 있다

[10].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슬롯수 를 예측 

스펙트럼 홀 길이 로 설정하고   구간만큼 슬롯을 

할당한 후 스펙트럼 핸드오프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2.2. 적응적 채널예측

이와 같이 채널 예측을 통해 핸드오프 시점을 미리 

예측하여 스펙트럼 핸드오프를 실행할 경우 타겟 채널 

센싱 등 핸드오프를 위한 과정을 미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오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핸

드오프가 가능하게 되지만 이러한 채널 예측이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널 예측에 필요한 

채널의 통계적 파라미터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축

척된 채널 센싱 정보를 바탕으로 구하므로 채널 상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할 경우 채널 예측 성능이 떨어진

다. 특히 채널 예측을 바탕으로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

할 경우 예측 성능에 따라 핸드오프 성능 또한 달라지

므로 채널 예측 에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널 예측에서 채널 예측 에러를 반영하

여 채널 예측을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채널 예측 에러를 정의한 뒤 이를 반영한 적응적 채

널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잔여 유휴 길이 예측 에러는 그림2에서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측 구간에 비해 주

사용자 패킷이 먼저 나타나 핸드오프를 유발하는 경우

와, 예측구간 보다 주사용자 패킷이 늦게 나타나는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예측 구간에 비해 주사용자 패킷이 

먼저 나타난 경우는 주사용자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여 

패킷 충돌률이 높아지고 전송 지연 시간이 커진다. 다
른 에러 상황으로 주 사용자 패킷 보다 예측구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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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사용자에 대한 간섭은 

유발하지 않으나 주어진 스펙트럼 홀을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전송 성능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a)

(b)

그림 2. 두 가지 경우의 예측에러길이 (a) 충돌에러 (b) 전송에러

Fig. 2 Prediction error length for two cases (a) Collision 
error (b) Transmission error

두 가지 경우 모두 예측 에러는 예상한 핸드오프 시

점과 실제 주사용자 패킷이 도착한 시간의 차이를 의미

하므로 채널 의 번째 할당 시 채널 예측 에러 확률 

 은 (4)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이때   와 는 각각 주사용자 패킷의 도착시점

과 핸드오프시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예시의 예측에러 

의 경우 주기적인 채널 센싱을 통해 채널 의 주사용

자 출현 시점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가 

음수일 경우는 즉 예측된 구간보다 실제 주사용자 패킷 

도착 시점이 빨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다. 전송 에러

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채널의 통계적 특성에 유의

미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채널 예측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정의한 예측 에러 

 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파라미터

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측정된 에러 확률을 

바탕으로 번째 할당 시점에서의 채널 의 에러 누

적율  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여, 각 채널의 채널 

예측 에러를 다음과 같이 누적시킴으로써 실시간 채널 

변화에 따라 채널 예측에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5)

여기서 는 채널 적응율를 의미한다. 값이 크면 채

널 에러에 따라 누적에러율 또한 크게 변화하여 적응 

예측이 빠르게 변하고, 작을 경우 채널 예측에 큰 변화

가 생길 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다. 
예측한 구간 보다 빨리 핸드오프가 실행되면 예측 에

러율 또한 음수가 되어 누적값은 줄어든다. 반대로 예

측 지점에서 핸드오프가 이루어질 경우 예측 에러율은 

양수가 되어 누적값은 증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한 실시간 채널 예측 구간 적응은 (6)과 같다.

           (6) 

만약 충돌이 많이 일어나 에러 누적율  이 음수

가 된다면 적응 예측 길이는 수집된 통계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측 길이보다 줄어들고, 인지무선 사

용자는 예측된 길이보다 더 적은 슬롯만을 할당한 후 

핸드오프 하게 된다. 반대로 전송에 계속적으로 성공하

면  는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적응된 예측길이가 계

산된 예측길이보다 커지게 되고, 인지무선 사용자는 더 

많은 슬롯을 할당한 후 핸드오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에러 확률 측정에서 전송 성공에 따른 에러 확

률은 에러 길이 계산에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안한 적응 할당 과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형된 적응 예측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2.3. 고정에러방식 에 의한 채널예측

앞에서 설명한 적응적 예측방식의 경우 에러가 발생

했을 때 정확한 에러율을 계산한기 위해 주사용자 패킷

의 정확한 도착시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센

싱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채널적응과정에서의 오버해

드를 증가시실 수 있다. 따라서 채널적응 과정을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충돌이나 전송에러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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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확한 에러율을 계산하지 않고  고정된 오류값을 

부여한다. 즉, 에러발생의 유무만을 체크하여 채널예측

을 적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예측 에러

확률은 고정 에러율 CER(constant error rate)의 고정값

으로 할당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고정 에러 방식은    계산을 간략화 하여 채널 예

측 적응 과정을 줄일 수 있으나, 정확한 에러 길이 를 

반영하지 않음으로 효과적으로 채널 적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경우 고정 에러율  값에 따

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값의 적절한 선택

이 중요하다.

Ⅲ. 적응적 채널 예측 기반 사전 핸드오프 과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적응적 채널 예측을 바탕

으로 한 사전 핸드오프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하는 사전 핸드오프 과정은 채널 센싱, 채널 예측, 핸드

오프 결정 및 채널 예측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3.1. 채널 센싱 및 히스토리 갱신

채널 센싱을 목적은 각 채널의 주사용자 출현 여부 

확인 및 핸드오프 상황 발생시 전송을 재개할 가용 채

널 탐색 등이 있다. 인지무선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채

널을 센싱하여 채널 상태 및 유휴성 여부 등을 확인하

고 이를 채널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수집

된 채널 정보는 채널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사용

자 트래픽 모델링 및 채널 예측 등을 위해 활용된다. 

3.2. 채널 예측

인지무선 사용자는 채널 센싱을 통해 수집된 채널 정

보를 바탕으로 채널 예측을 수행한다. 먼저 히스토리 

정보를 바탕으로 각 채널의 도착율   값을 구하고 식 

(3)에 적용하여 채널 예측 길이 를 계산한다. 인지무

선 사용자는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서 

핸드오프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3.3. 핸드오프 결정

핸드오프 결정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하는데 이는 앞장에서 

제안한 채널 예측길이 에 따라 결정된다. 인지무선 

사용자는 예측된 구간만큼 데이터를 전송한 후 다른 채

널로 핸드오프 한다. 이때 핸드오프 후 전송을 재개할 

다음 타겟 채널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핸드오프 결

정의 두 번째 과정은 타겟 채널 선정이다. 본 논문에선 

효율적인 채널 할당을 위해 타겟 채널 선택 또한 채널 

예측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식 (8)과 같이 센싱된 유휴 

채널들 중 채널 예측 길이가 가장 긴 채널이 타겟 채널

로 선택한다.

  max                (8)

3.4. 채널 예측 적응

핸드오프 결정에 따라 채널 예측 결과는 주사용자와

의 충돌 또는 전송 성공으로 나타난다. 각 예측 결과에 

따라 예측 에러 확률이 계산되고 에러 확률은 다시 채

널 예측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 제안한 적응

적 채널 예측 기반 사전 핸드오프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적응적 채널예측기반 핸드오프과정

Fig. 3 Handoff procedure based on the adaptive channel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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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및 결과분석

제안된 적응적 채널 예측 기반 핸드오프 방식에 대한 

성능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 평가를 하

였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과 고

정 에러 방식으로 나누었으며,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하

나의 일반적인 주 사용자 네트워크와 하나의 인지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하였다. 제안된 방식과의 성능비교를 

위해 채널 적응을 하지 않은 비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

을 고려하였다.

그림 4. 적응적 채널예측방식의 충돌률

Fig. 4 Collision rate of adaptive prediction

그림 5. 적응적 채널예측방식의 채널효율

Fig. 5 Throughput of adaptive prediction

그림 4는 주사용자 평균 부하의 변동에 따른 적응적 

채널 예측방식과 비적응적 방식의 충돌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최소 성공률 임계값 는 0.7이며, 실시간 트래

픽 부하의 변화로 인해 충돌률이 채널 예측이 정확할 

경우 예상되는 0.3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적응적 채널 예측방식의 충돌률은 비적응

적 방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비적

응적 방식의 경우 트래픽 부하 변동 정도가 커질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트래픽 부하 변동이 클수록 예측된 길

이보다 더 긴 구간의 스펙트럼 홀을 가지는 부하가 매

우 낮은 채널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져 충돌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제안한 방식의 경우 채널 변화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 부하 변동에 대한 충돌률 성능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의 충돌

률 성능은 채널 적응율 값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

며, 값이 낮을수록 충돌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값이 작을수록 예측 적응정도가 적어 전송 

구간 활용은 적은편이지만 주사용자에 대한 간섭 정도

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는 주사용자의 트래픽 부하의 변동에 따

른 전송효율성능을 보여준다. 트래픽 부하 변동이 클수

록 적응적 채널 예측방식의 전송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트래픽 부하 변동이 클수록 적응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 홀 구간도 늘어나기 때

문이다. 비적응적 방식의 경우 트래픽 변화와 상관없이 

예측된 스펙트럼 홀 길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 부하 변동에 따른 성능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 
한편 충돌률과는 달리 전송 효율 성능에 있어서는 채널 

적응율 값에 따른 성능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일단 

값이 크면 스펙트럼 홀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충돌률도 

함께 높아지므로 전송 실패 패킷도 늘어난다. 반면 값

이 작으면 스펙트럼 활용도가 떨어져도 충돌률이 낮으

므로 주사용자 간섭으로 인한 전송 실패율도 줄어든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적응적 예측 방

식은 값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전송효율 성능을 보이지

만 값의 차이에 따른 두드러지는 성능 차이는 나타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적

응적 할당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래픽 부하 변동 정도에 따른 적응 및 비적응적 채

널 예측 방식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값 및 트래

픽 부하 변동 정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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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고정에러 채널예측방식의 충돌률

Fig. 6 Collision rate of constant error rate method

그림 7. 고정에러 채널예측방식의 채널효율

Fig. 7 Throughput of constant error rate method

그림 6 및 7은 평균 부하의 변동에 따른 충돌률을 고

정 에러방식, 적응적 채널 예측 및 비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들과 비교한 것이다. 각 실험결과에서 고정 에러 

방식은 다른 방식들에 비해 다소 충돌률이 높은 대신 

전송 효율 성능도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고정 에러 방식이 어느 정도 채널 변화에 적응적으

로 채널 예측을 하여 스펙트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

지만, 예측 에러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특정 

값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채널 적응의 정확성 및 효율

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선 파라미터 CER 
값에 따른 성능차이가 충돌률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CER 값이 높을수록 스펙트럼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충

동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실험을 통해 고정 에러 방식은 채널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적으로 대응하여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었지

만 적응적 채널 예측에 비해 채널 적응 정도가 어느 정

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인지 라디오 네트워크에서 스펙트럼 이동성 지원은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효율적인 스펙트럼 핸드오프를 

위해서는 핸드오프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면서 주사용

자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프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널 예측을 기반으로 한 핸드오프 과정을 설계하

고, 이를 정확한 채널 예측 성능을 위해 채널 예측 에러

를 적용한 적응적 채널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 제안된 적응적 채널 예측 방식은 실시간으

로 변하는 채널의 잔여 유휴 구간을 적응적으로 예측함

으로써 비적응적 예측 방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채널적응율 값 및 트래픽 부하 변동 정

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함께 제안한 고정 에러 방식의 예측 적응방식에 대

한 성능평가도 이루어졌다. 고정 에러방식의 경우 채널

예측적응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었으나 채널 적응 정도

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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