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05663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L 12/6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11월14일

10-0405663

2003년11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1-0087370 (65) 공개번호 특2003-0056999

(22) 출원일자 2001년12월28일 (43) 공개일자 2003년07월04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전상용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초원대림아파트208동1602호

(74) 대리인 허용록

심사관 : 성백문

(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Ｒ－Ｐ ＳＥＴＵＰ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R-P set-up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무선망과 패킷망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PCF에서 두개이상의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요구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요구메시지에 대

해 응답을 한 PDSN의 RTD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각 PDSN의 RTD중 기준값(치)을 만족하는 PDSN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와; 가입자가 어느 PDSN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단계와; 가입자 PDSN이 상기 PDSN List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작성된 PDSN List를 이용하여 R-P Setup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PDSN상태 및 RTD값을 측정하여 RTD Level를 부여한 것을 이용하여 PCF와 PDSN간의 

R-P 셋업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시킬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및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망 요소 및 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의 R-P 셋업을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상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o request message 전송을 통한 응답으로 PDSN상태

를 확인하고, RTD를 측정하여 RTD Level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4 는 상기에서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을 한 PDSN과 RTD 값을 고려하여 작성한 PDSN List

에 따라 R-P 셋업을 수행하는 제 1실시예 흐름도

도 5는 상기에서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을 한 PDSN과 RTD 값을 고려하여 작성한 PDSN List에

따라 R-P 셋업을 수행하는 제 2실시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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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R-P set-up방법에 관 한 것으로, 특히 단말기(이동국)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면, BSC/PCF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할 PDSN의 상태를 관리하여 적절한 PDSN을 선

택하기 위한 R-P 셋업 방법에 관한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인 IS-2000 및 차세대 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 R-P setup 시간 단축

을 위해 PCF에서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요구메시지인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

ho request message를 전송하여, 응답이 없는 PDSN은 비정상(abnormal) 상태로 관리하여 처음부터 상기 비정상적

인 PDSN으로의 R-P 셋업을 제한한다.

또한 트래픽 메시지(Traffic Message)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상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

o request message 응답을 통한 RTD(Round Trip Delay)값을 저장하여 상기 RTD값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한 PD

SN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R-P setup을 제한하므로써 이동국(가입자호)에 대해 원거리 PDSN이 선택되는것을 방지하

여 지연(Delay)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로써,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

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nnectionless transmission)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PCF에서 상대방기기(PDSN)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또한 RTD(Round Trip Delay)는 상기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시간을 말한다.

이하 종래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종래및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망 요소 및 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망 요소 및 그 구성 요소로, 사용자를 위한 이동 단말기(MS)(1

01)와 기지국장치(102)(BTS)(Base Transceiver Station)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상기 기지국장치(102)는 기지국 제

어기(BSC)/패킷 제어기(PCF)(Base Station Controller/Packet Control Function)(103)에 연결되며, 상기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103)들은 이동통신 교환기(MSC)/방문가입자 위치 레지스터(VLR:Visitor Location Register)(1

04)에 연결되고, 상기MSC/VLR(104)은 가입자정보처리장치(HLR:Home Location Register)(105)에 연결되어 다른

통신망(106)(PSTN,PCS,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등)과의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상기 BSC/PCF

(103)는 PDSN(107)을 통해서 인트라넷(108), 나아가 인터넷 망과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기 도1과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망에서, cdma 2000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요구하면, BSC/PCF(103)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할 PDSN(107)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때 무선 구간에서는 이동 단말기(101)와 BSC 사이에 무선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과 래디오 링크 프

로토콜(RLC)(Radio Link Protocol) 링크가 설정된다. 또한, BSC와 PCF 사이에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간의 PPP(point to point protocol) 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8 트래픽 링크가 설정되며, PCF와 PDSN(107) 

사이에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사이의 PPP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10 R-P 링크가 설정된다.

상기에서 A8 인터페이스는 BS(Base Station)와 PCF사이의 사용자 트래픽을 운반(carry)한다.

또한 A10 인터페이스는 PCF와 PDSN간의 사용자 트래픽을 운반한다.

이 때 이동 단말기(101)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연결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브(active) 상태와 인액티브(inactiv) 

상태가 있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액티브 상태는 이동 단말기(101)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

태이고,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한 패킷 데이터 콜 개시(call origination) 등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베이션(Packet 

Data Service Activation)이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액티브 상

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브 상태로 바뀐다.

그리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브 상태에서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사이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PP

P 링크가 설정되어 유지되고, PCF와 PDSN(107) 사이의 R-P 링크도 설정되어 유지되며, 이와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

스 액티브 상태일 때 무선 링크의 상태에 따라 패킷 액티브 상태와 패킷 도먼트 상태의 두가지 상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패킷 액티브 상태는 이동 단말기(101)가 무선 트래픽 채널을 점유하 고 RLP(radio link protocol)링크를 유지

하여 A8링크를 유지하고,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패킷 도먼트 상태는 무선 채널과 A8링크를 해제하여 BSC가 이동 단말기(101)의 제어와 무선 트래픽 채널을

해제한 상태이다.

도 2는 종래의 R-P 셋업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개괄적인 종래의 R-P 셋업과정을 설명한다.

종래기술(IS-2001표준)은 R-P 셋업을 위한 방안인 PDSN Selection algorithm은, 전체 PDSN List를 관리하며 IMS

I number(예를들어 가입자전화번호)를 전체 PDSN 갯수로 나누어 나머지를 가지고(모듈로 계산), PDSN을 선택하여

R-P 셋업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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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선택된 PDSN으로 A11(PCF와 PDSN사이의 시그널링 정보를 운반하는 인터페이스) 등록요구(registration

request)를 시도하게 된다.

이하 도 2를 설명한다.

가입자가 전체 PDSN중 어느 PDSN에 해당하는지를 가입자 번호에 대한 전체 PDSN의 모듈로 계산을 하여 정한다. (

단계 21).

전체 PDSN List중 상기 가입자가 속하는 PDSN에 대해 R-P 셋업을 시도한다. (단계 22).

따라서, 응답이 있으면 R-P 셋업을 설정하면 되나, 처음 시도한 PDSN에서 응답이 없으면 상기 전체 PDSN List중 

상기 시도한 PDSN의 다음 PDSN으로 R-P 셋업을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예를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가입자전화번호(Mobile IMSI)를 총 PDSN갯수로 나누어 가입자가 어느 PDSN에 속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PDSN No. = (Mobile IMSI) modulo N

PDSN Number PDSN IP address

0 abcd

1 klmn

2 opqr

. .

. .

N - 1 wxyz

상기의 모듈로 계산을 통해 가입자의 PDSN Number가 0인경우에, 신규호가 도착시 PCF가 PDSN 0으로 R-P 셋업

을 시도하여, A11 등록응답이 없을경우에는 즉, R-P 셋업 실패시는 다음 PDSN number 1로 상기 R-P 셋업과정을 

수행한다. => PDSN No. = (PDSN No. + 1) modulo N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R-P셋업방법은 PDSN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므로, 만약 비정

상적인 PDSN으로 R-P 셋업을 수행 하게 되면 Setup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을 반복수행하여 즉, 비정상적인 PDSN 다음의 정상적인 PDSN으로 R-P 셋업이 된다하더라도

선택된 상기 PDSN의 RTD가 큰 경우에는 데이 터 전송자체가 지연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R-P 셋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PCF와 PDSN간 R-P setup 시간 단축을

위해 PCF에서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요구메시지인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o 

request message를 전송하여, 응답이 없는 PDSN은 비정상(abnormal) 상태로 관리하여 처음부터 상기 비정상적인 

PDSN으로의 R-P 셋업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트래픽 메시지(Traffic Message)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상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

o request message를 통한 RTD(Round Trip Delay)값을 저장하여 상기 RTD값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한 PDSN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R-P setup을 제한하여 이동국(가입자호)에 대해 원거리 PDSN이 선택되는것을 방지하여 데이터 

전송지연(Delay)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R-P Setup방법은, PCF에서 두개이상의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요구메

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요구메시지에 대해 응답을 한 PDSN의 RTD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각 P

DSN의 RTD중 기준값(치)을 만족하는 PDSN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와; 가입자가 어느 PDSN에 해당하는지를 정

하는 단계와; 가입자 PDSN이 상기 PDSN List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작성된 PD

SN List를 이용하여 R-P Setup를 수행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R-P 셋업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PCF에서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요구메시지인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

rotocol) echo request message를 전송하여, 응답이 없는 PDSN은 비정상(abnormal) 상태이므로, 본 발명에서 적

용할 PDSN LIST에서 삭제한다.

도 3은 상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o request message 전송을 통한 응답으로 PDSN상태

를 확인하고, RTD를 측정하여 RTD Level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PCF 블럭은, 예를들어 매 3초 주기로 PDSN에 대한 상태확인을 위해 상기 ICMP echo req

uest message를 전송하여 응답여부와 RTD값을 저장하며, 상기 PDSN에서 예를들어 3번 연속해서 응답이 없으면 

해당 PDSN의 상태를 비정상(Abnormal)상태이므로 본 발명에서 적용할 PDSN List에서 삭제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PDSN에 대해서는 신규 Data호에 대해 처음부터 R-P 셋업을 시도하지 않는다.

한편, 비정상적인 상태의 PDSN이라도 일정한 시간(예를들어 3초)후에 상기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정상(normal)적인 상태로 인식하 여 본 발명의 PDSN List에 첨가한다.

상기의 방법에 의해 도출된 PDSN과, RTD값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DSN Number PDSN IP address RTD RT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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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bcd 100 ms 1

1 klmn 150 ms 1

2 opqr 500 ms 2

. . . .

. . . .

N - 1 wxyz 50ms 1

따라서 신규호가 도착시 상기 PDSN List를 이용하여 R-P 셋업을 시도하며, 만약 자원(Resource) 부족등으로 호가 

실패하면 상기 PDSN List의 다음 PDSN으로 R-P 셋업을 시도한다.

한편, 상기의 PDSN LIST를 Level 순위별로 다른 PDSN LIST를 작성하여 상기의 R-P 셋업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PDSN Number PDSN IP address RTD RTD Level

0 abcd 100 ms 1

1 klmn 150 ms 1

N - 1 wxyz 50ms 1

본 발명에서 현재 가입자호의 PDSN의 Number 및 다음 PDSN의 선택방법은 종 래 방식과 동일하다.

즉, 현재 가입자의 PDSN의 No.는 PDSN No. = (Mobile IMSI) modulo N이고, 다음 PDSN의 No.는 PDSN No. = (P

DSN No. + 1) modulo N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RTD Level 부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1. 측정된 RTD 속도중 상위값(RTD가 작은값)을 선택하는 방법

1) 먼저, 상기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해 응답이 있는 PDSN을 선택한다.

2) 상기 선택된 PDSN 중 일정한 순위(예를들어 상위 50%이내)내의 PDSN에 대해 RTD Level 1등급을 부여한다.

3) 상기 2)과정에서 선택된 PDSN이 사용자가 원하거나 미리 정한 갯수를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 50%이내

에 들지 않는 PDSN중 RTD값이 작은것부터 순위별로 PDSN LIST에 포함하여 RTD Level를 부여한다.

2. RTD 속도에 따라 RTD Level를 설정하는 방법.

1) RTD값의 기준값인 임계값을 미리 정한다음, 상기 측정한 RTD값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PDSN List에서 삭제

한다.

2) 상기 임계값 이내의 RTD값에 대해 RTD값의 크기에 따라 RTD Level를 부여하고, 만약 임계값내에 해당하는 PD

SN이 사용자가 원하거나 미리 정한 갯수를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RTD값이 작은값부터 순위별로 PDSN LIST에

포함하여 RTD Level를 부여한다.

상기에서 상위 %, PDSN의 갯수, 임계값등은 가변적인 값으로 시스템의 상황 이나 통신환경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

다.

도 4 및 도 5는 상기에서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을 한 PDSN과 RTD 값을 고려하여 작성한 PDS

N List에 따라 R-P 셋업을 수행하는 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4는 일반적인 흐름도이고, 도 5는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한 응답을 한 PDSN중에서 RTD값의 순위별

로 PDSN List를 작성하여 R-P 셋업을 수행하는 실시예 흐름도이다.

이하 도 4를 기준하여 설명한다.

PCF에서 각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ICMP echo request message를 PDSN에 전송하여 이에대한 응답으로 

PDSN의 RTD를 측정한다. (단계 41).

신규호가 PCF로 도착하면, 상기 ICMP echo request message에 대해 응답을 한 PDSN의 RTD를 가지고 일정한 Le

vel이상의 PDSN List를 작성하며,(단계 42) 또한 가입자가 상기 전체 PDSN중 어느 PDSN에 해당하는지를 가입자번

호에 대한 모듈로 계산을 하여 정한다. (단계 43).

가입자 PDSN의 RTD Level이 기준값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여(단계 44),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PDSN List에 있

는 순서에 따라 R-P 셋업을 시도한다. (단계 46).

그러나 가입자 PDSN의 RTD Level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상기 PDSN List에 있는 PDSN중 상기 가입

자 PDSN의 다음 PDSN으로 R-P 셋업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PDSN상태 및 RTD값을 측정하여 RTD Level를 부여한 것을 이용하여 PCF와 PDS

N간의 R-P 셋업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시킨 R-P 셋업 설정방법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PDSN상태 및 RTD값을 측정하여 RTD Level를 부여한 것을 이용하여 PCF와 PDSN간의 

R-P 셋업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시킬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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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스템에서 무선망과 패킷망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PCF에서 두개이상의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요구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요구메시지에 대해 응답을 한 PDSN의 RTD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각 PDSN의 RTD중 기준값(치)을 만족하는 PDSN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와;

가입자가 어느 PDSN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단계와;

가입자 PDSN이 상기 PDSN List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작성된 PDSN List를 이용하여 R-P Setup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PCF에서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송하는 응답요구메시지는 ICMP(Internet Control Mes

sage Protocol) echo request message 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응답요구메시지에 대해 미리 지정한 횟수 만큼 응답이 없는 PDSN은 비정상 PDSN으로 

분류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RTD의 측정방법은 상기 PCF에서 PDSN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송한 응답요구메시지 ICMP(In

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echo request message가 응답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측정된 RTD중 기준값(치)을 만족하는 PDSN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상기 ICMP echo reque

st message에 대한 응답이 있는 M개의 PDSN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M개중 미리 지정한 상위 비율 RTD

에 대해 RTD Level를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

etup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M개중 미리 지정한 기준 비율로 RTD Level를 부여한 RTD갯수가 미리 정한 갯수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미리 지정한 기 준(상위)비율 이하의 RTD값도 PDSN List에 포함할 수 있는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측정된 RTD중 기준값(치)을 만족하는 PDSN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RTD 값의 기준값인 임

계값을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RTD값이 기준값(임계치)보다 작은 N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한 N개

에 대해 RTD Level를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

etup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RTD값이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가 없거나 상기 선택한 N개중 RTD값이 작은 순서대로

순위 Level를 부여한 RTD갯수가 미리 정한 갯수를 만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상기 RTD 기준값 이상의 RTD값도 PDS

N List에 포함할 수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9.
제 5항 또는 7항에 있어서, PDSN List에서 PDSN의 순서는 RTD 순위 Level별로도 설정할 수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가입자 PDSN이 상기 PDSN List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있는경우에는 상기 PDSN List 순서에 따라

R-P 셋업을 수행하고, 없는경우에는 상기 가입자 PDSN의 다음 PDSN으로 R-P 셋업을 수행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가입자 PDSN의 다음 PDSN이 상기 PDSN List에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PDSN으로 R-P 셋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PCF와 PDSN간의 R-P Setup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05663

- 6 -

도면1



등록특허  10-0405663

- 7 -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05663

- 8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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