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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GW(Packet Data Network Gateway)의 LTE(Long Term Evolution) 통화 설정에는 설정 양쪽 끝에
서 GPRS GTP(Tuneling Protocol) 메시지, 세션 요청 생성 및 세션 응답 만들기가 포함됩니다.거부
된 통화의 경우 세션 응답 만들기에 베어러 컨텍스트 정보 요소(IE)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일부 거부에 베어러 컨텍스트가 포함되는 반면 다른 거부는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PCAP(Packet Capture)를 통해 S5/S11 인터페이스의 거부 원인 코드를
트러블슈팅 및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질문

아래 스크린샷은 Create Session Response(세션 응답 생성)의 예를 보여 줍니다. 이 예에는 Cause
Code 73(사용 가능한 리소스 없음) 거부에 대한 두 개의 항목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스크린샷에는
항목이 하나만 있습니다.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Wireshark 패킷 캡처



설명

설정 초기 단계에서 통화에 응답한 경우 응답에 전달자 컨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인 코드의
한 인스턴스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초기 단계에는 demux 프로세스 수준(예: egtpinmgr)에
서 거부되거나 구문 분석 오류 또는 잘못된 IE(정보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Diameter S6b, Gx, Gy 등의 이후 단계에서 거부되고 보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인 sessmgr에서 처리
하는 경우 베어러 컨텍스트 레벨의 원인 코드가 포함되며, 이는 주 원인 코드를 효과적으로 복제합
니다.

사양에 따라 베어러 컨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동작은 허용됩니다.3GPP 29.274-a50 섹션 6.1.1은
"원인에 지정된 응답 메시지에 대해 다른 필수 또는 조건부 정보 요소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요청이 수락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메시지 레벨의 원인 정보 요소
만 응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요약하면, 메시지 레벨 응답이 거부인 경우 일반
적으로 필수 IE인 것은 선택 사항이 됩니다(따라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관련 정보

3GPP TS 29.274 v10.5.0●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etsi.org/deliver/etsi_ts/129200_129299/129274/10.05.00_60/ts_129274v100500p.pdf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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