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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에서는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Quality of Service)에 따라 고

정된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할당하고, 할당된 고정된 TXOP 동안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

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여 대응하는 단말에게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단말에 고정된 TXOP가

할당되지 않고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 TXOP가 적응적으로 할당되므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지원하고 있는 무선 랜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이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각

단말에 대한 전송 기회(TXOP, Transmission Opportunity)를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에 따라 할당된 고정된 TXOP 동안에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단계;

b) 상기 계산된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을 산출하는 단계; 및

c)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여 대응하는 단말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에 따라 고정된 TXOP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로부터 각 단말이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할 제1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고정된 TXOP 값을 상기 계산된 각 단말의 제1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부터 각 단말이 상기 고정된 TXOP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고정된 TXOP 값을 상기 제1 시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단말이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한 개로 설정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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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고정된 TXOP 동안 상기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합을 토대로 평균을 계산하여 상기 평균 데이터 량을 산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이 1보다 작은 경우, 각 단말에 할당되는 평균 데이터 량을 1로 설정하는 무

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과 상기 각 단말의 제1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

산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청구항 7.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지원하고 있는 무선 랜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이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각

단말에 대한 전송 기회(TXOP, Transmission Opportunity)를 할당하는 장치에 있어서,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에 따라 고정된 TXOP를 할당하는 TXOP 할당부;

상기 고정된 TXOP 동안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계산된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

을 산출하는 평균 데이터량 계산부;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는 적응적 TXOP 계산부; 및

상기 계산된 적응적 TXOP를 대응하는 각 단말에게 할당하는 적응적 TXOP 할당부

를 포함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평균 데이터량 계산부는,

상기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각 단말이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할 제1 시간을 계산하고, 계산된 제1 시간과 상

기 고정된 TXOP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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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적 TXOP 계산부는,

상기 각 단말의 제1 시간과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의 곱으로부터 상기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지원하고 있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상이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복

수의 단말에게 전송 기회를 적응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 LAN의 표준으로 IEEE 802.11 표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IEEE 802.11 무선 LAN은 간단하면서도 전

송 실패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4GHz의 ISM 밴드를 사용하는 IEEE 802.11b는 최대 11Mbps까지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으며, IEEE 802.11a는 5GHz 밴드에서 OFDM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54M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한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안인 802.11g는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최고 54 Mbps까지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IEEE 802.11 무선 LAN은 단말들간의 경쟁을 통해서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 주는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모드와 기지국의 통제로 폴링(Polling)을 통한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 모드의 두 가

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DCF 모드에서는 무선 매체 접근을 요구하는 모든 단말들에 대해서 하나의 FIFO(First In First

Out) 전송 큐로서 동작하므로, 모든 단말이 동일한 확률로 채널을 점유할 수 있으며 단말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다. PCF 모드에서는 중앙의 기지국에 위치시켜 기지국에 의해 모든 단말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어하는 중앙 제어식 폴

링 기능을 사용한다. 즉, 기지국은 각 단말에게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결합된 단말들을 주기적으로 폴링

한다. 이러한 IEEE 802.11 무선 LAN은 베스트 에포트(best-effort)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이하 “QoS”라 함)을 보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IEEE 802.11 무선 LAN에서 DCF 모드는 단말이 경쟁을 통해서 채널을 점유하며 한 번에 한 프레임만 전송이 가능

하다. 따라서, 다양한 트래픽의 경우에 계속해서 채널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선 순

위가 높고 프레임의 크기가 작은 음성 신호와 반대로 우선 순위가 낮고 프레임의 크기가 큰 일반 데이터가 공존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낮은 트래픽

이 채널을 점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따라서, IEEE 802.11 WG(Working Group)에서는 QoS를 보장하기 위

해 IEEE802.11 매체 접근 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함)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

어 왔으며, 그 노력으로써 현재 IEEE 802.11e에 대한 표준화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IEEE 802.11e에서는 IEEE 802.11에서의 DCF 모드와 PCF 모드가 혼합된 HCF(Hybrid Coordination Function)를 통해

서 QoS를 제공하고 있다. QoS별로 각각 다른 액세스 카테고리(Access Category, 이하 “AC”라 함)를 두고 각 AC별로 다

른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QoS를 보장한다. HCF 모드에서는 AC에 따른 DCF 모드의 성능을 개선한 EDCF(Enhanced

DCF)를 제안하고 있으며, 경쟁 없이 일정 시간 여러 프레임을 연속해서 전송하기 위한 전송 기회(Transmission

Opportunity, 이하 “TXOP”라 함)를 제공하여 QoS를 보장하고 있다.

도 1은 IEEE802.11e에서 TXOP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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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단말들간의 경쟁을 없애기 위해 폴링 방식을 사용하며, 기지국에서 무선 매체의 제어권을

획득하면,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단말에 대해서 QoS Contention-Tree Poll(QoS CF-Poll) 프레임을 전송한다.

QoS CF-Poll 프레임에는 TXOP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말에 대해 TXOP 값을 할당하게 된다. 그리고 폴링된 단말이 전

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TXOP 값 안에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매 프레임의 전송 후에는 ACK

신호를 전달하며, 각 프레임과 각 ACK는 SIFS(Shorter Inter Frame Space) 시간 후에 전송된다. 그리고 TXOP 값 안에

마지막 프레임 및 ACK 신호가 전달된 후 시간적인 갭(time gap)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단말이 각각의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IEEE 802.11e 무선랜(이하 “Multi-rate IEEE 802.11e WLAN”이라

함)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와 같은 IEEE 802.11e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래픽 분류에 따른

고정된 TXOP가 적용된다. 그런데, 고속과 저속의 단말이 같은 QoS 요구 사항이 필요한 트래픽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개의 단말이 같은 우

선 순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고정된 TXOP로 인해 주어진 시간에 전송 속도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의

달라지기 때문에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서비스 질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중 전송률(Multi-rate)을 가지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지원하고 있는 무선 랜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이

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각 단말에 대한 전송 기회(TXOP, Transmission Opportunity)를 할당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a) 상기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에 따라 할당된 고정된 TXOP 동안에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 전송률

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단계; b) 상기 계산된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을 산출하는 단

계; 및 c)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여 대응하는 단말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지원하고 있는 무선 랜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

이한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는 각 단말에 대한 전송 기회(TXOP, Transmission Opportunity)를 할당하는 장치가 제공된

다. 이 장치는 각 단말의 전송 데이터에 대한 QoS에 따라 고정된 TXOP를 할당하는 TXOP 할당부; 상기 고정된 TXOP 동

안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계산된 각 단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을 산출하는 평균 데

이터량 계산부; 상기 산출된 평균 데이터 량에 기초하여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는 적응적 TXOP 계산부; 및 상

기 계산된 적응적 TXOP를 대응하는 각 단말에게 할당하는 적응적 TXOP 할당부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

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본 발명이 적용되는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 대해 도 2를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200)은 복수의 단말(210a, 210b, 210c) 및 AP(220)

를 포함한다.

복수의 단말(210a, 210b, 210c)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하는 단말로, AP(120)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 단말(210a, 210b, 210c)은 각각의 데이터 전송률을 가진다. 도

2에서는 하나의 AP(220) 영역에 3개의 단말(210a, 210b, 210c)이 존재하며, 단말(210a)은 11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

고, 단말(210b)은 5.5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단말(210c)은 2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도시하였다.

등록특허 10-0705503

- 5 -



AP(220)는 무선망과 유선망을 연결하여 단말(210a, 210b, 210c)의 무선 접속 및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장치로, 유선

망 종단에서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단말(210a, 210b, 210c)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 접속

및 섹터간 핸드 오버 제어 기능, QoS(quality of service)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서 전송 기회 할당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송 기회 할당 장치(300)는 TXOP 할당부(310), 평균 데이터량 계산부(320), 적응적 TXOP 계

산부(330) 및 적응적 TXOP 할당부(340)를 포함하며,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의 AP(220) 내에 위치하

며 각 단말(210a, 210b, 210c)의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 적응적으로 TXOP를 계산하여 각 단말(210a, 210b, 210c)에 할

당한다.

TXOP 할당부(320)는 각 단말(210a, 210b, 210c)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QoS에 따른 AC로부터 경쟁 없이 일정 시

간 여러 프레임을 연속해서 전송하기 위한 고정된 TXOP를 단말(210a, 210b, 210c)에게 할당한다. IEEE 802.11e는 QoS

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공유 매체에 차별화된 접근제어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IEEE 802.1d에서 사용하는 0

에서 7까지의 총 8개의 우선순위와 이 우선 순위로부터 유도된 4개의 AC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데이터량 계산부(330)는 각 AC에 따라 할당된 고정된 TXOP와 각 단말(210a, 210b, 210c)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

하여 모든 단말의 동일한 우선 순위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산출한다. 즉, 주어진 TXOP 동안 각 단말(210a, 210b, 210c)에

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하여 주어진 TXOP 동안에 모든 단말의 동일한 우선 순위에 대한 전송 가능한 평균 데이터

량을 계산한다. 이때, 각 단말(210a, 210b, 210c)의 데이터 전송률을 고려하여 각 단말(210a, 210b, 210c)에서 각각 하나

의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구하고 이로부터 각 단말(210a, 210b, 210c)이 주어진 TXOP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개

수를 계산한 다음, 각 단말(210a, 210b, 210c)이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총 합의 평균으로부터 평균 데이터 량을 계산한다.

적응적 TXOP 계산부(330)는 평균 데이터량 계산부(220)로부터 계산된 평균 데이터로부터 평균 데이터의 개수에 해당하

는 각 단말(210a, 210b, 210c)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한다.

적응적 TXOP 할당부(340)는 계산된 각 단말(210a, 210b, 210c)의 적응적 TXOP를 해당하는 MS(210a, 210b, 210c)로

각각 할당한다.

즉, AC를 위한 각 단말(210a, 210b, 210c)에 할당하는 적응적 TXOP는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서, 은 인 단말( )에서의 하나의 데이터 전송 시간이며, 는 주어진 TXOP

동안에 전송되는 모든 단말의 평균 데이터 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전송 시간( )과 평균 데이터 량( )은 각각 수학식 2 및 수학식 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2에서, 가 1보다 작은 경우, 단말은 최소한 1개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수학식 3에서, 은 모든

단말의 개수를 의미하며, 평균 데이터 량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각에 할당되는 평균 데이터 량은 1로 정하여 할당할 수

있다.

도 4는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서 TXOP 내에서의 프레임 전송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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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210a, 210b, 210c)은 TXOP 할당부(310)에 의해 할당된 고정된 TXOP 내에서 여러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이때, TXOP의 맨 앞에는 AIFS(Arbitration Interframe Space)( ) 및 백오프

(backoff)( )가 존재하며, 각 AC에 따라서 AIFS 및 백오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IEEE 802.11e에서는 QoS를 지

원하기 위해서 AC와 관련된 4개의 우선 순위 큐가 존재한다. 이 각각의 큐에 들어가는 패킷은 종류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

여되며, 이 패킷들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가 AIFS이다.

그리고 도 4의 (b)에서와 같이 AC에 따른 하나의 프레임( )은 데이터 프레임인 MPDU(MAC Protocol Data

Unit)( )의 앞에 부가하는 물리 헤더( )가 있다. 물리 헤더( )는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tocol) 프리앰블과 PLCP 헤더로 이루어진다. PLCP 프리앰블은 신호 송출의 타이밍 맞춤 등에 사용하고, PLCP 헤더

는 전송 속도의 결정 등에 사용한다. 따라서, PLCP 헤더에서 결정된 데이터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프레임

의 전송 속도는 물리 헤더를 사용하여 negotiation하기 때문에 물리 헤더만은 최저 속도에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ACK 프레임( ) 앞에도 PLCP 프리앰블과 PLCP 헤더로 이루어지는 물리 헤더가 부가되며, 데이터 프레임인

MPDU( )가 전송된 후 SIFS 시간 후에 ACK 프레임( )이 전송된다. 이러한 SIFS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

이 완료되고 ACK 프레임( ) 등을 전송하기 전까지의 시간 간격이며, IFS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제공한다.

그리고 SIFS는 프레임을 전송한 단말이 다른 프레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물리 계층에 따라 고정된

값을 가진다.

또한, 도 4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인 MPDU( )는 MAC 헤더, 데이터 및 CRC로 이루어진다. 즉,

데이터 앞에 MAC 헤더가 부가되고, 데이터 뒤에 CRC가 부가된다. 이때, MAC 헤더에서 24∼32bytes, CRC에서 4bytes

를 소비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에 기초하여 각 단말이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계산한다(S510)

. 이로부터 각 단말이 QoS에 따른 AC로부터 할당된 TXOP 동안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계산한다(S520). 이때, 산출된

모든 단말이 TXOP 동안에 전송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기준 값인 1과 비교하고(S530), 비교 결과, 계산된 평균 데이터 량

을 1보다 작을 경우, 각 단말은 최소한 1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설정한다(S540).

그리고 모든 단말이 TXOP 동안에 전송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모든 단말이 TXOP 동안에 전송 가능한 평균 데이터 량

을 계산한다(S550). 계산된 평균 데이터 량과 각 단말이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을 토대로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계산하고(S560), 계산된 각 단말의 적응적 TXOP를 각 단말에 할당한다(S570). 이렇게 하면, 모든 단말에 공정

한 TXOP가 할당이 되어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실시 예들은 본원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원 발명의 범위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거하여 정의되는 본원 발명의 범주 내에서 당업자들에 의하여 변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서 각 단말의 상이한 데이터 전송률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EEE802.11e에서 TXOP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서 전송 기회 할당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Multi-rate IEEE 802.11e WLAN 시스템에서 TXOP 내에서의 프레임 전송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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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적응적 전송 기회 할당 장치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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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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