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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셀 간 협동을 수행하는 cooperative spatial multiplexing(CSM)의 상향 링크 용량을 개선하기 위

한 무선 자원 관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인접 기지국에 대한 상향 링크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 각 이동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최대 송신 전력 제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서비스 기지국과 간섭 기지국이 서로 상

향 링크 채널 정보를 공유하는 coordinated CSM 시스템에서 셀 간 상향 링크 간섭 억제를 통해 용량을 개선하는 

협동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들은 낮은 복잡도로 동작하지만 인접 기지국의 상향 링

크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상향 링크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for a uplink 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 system named cooperative spatial multiplexing(CSM),  ra-
dio resource management(RRM) algorithms are proposed based on sharing uplink channel information among a serving 
base station(BS) and interfering BSs in a uplink coordinat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A constrained maximum 
transmit power algorithm is proposed for mobile station(MS) to limit uplink inter-cell interference(ICI). And joint sche-
duling algorithm among coordinated BSs is proposed to enhance uplink capacity through ICI mitigation by using cha-
nnel information from interfering BS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RRM algorithm provides a considerable uplink 
capacity enhancement by effective ICI mitigation only with moderate complexity. 

Key words : MIMO Systems, Uplink 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 Radio Resource Management, Inter-Cell Inter-
ference Mitigation, Transmit Power Control

Ⅰ. 서  론       

무선 통신에서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신단과 수신단에 다중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 입/출력 안테나 시스템(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이 제안되고 있다.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WiMAX)에서는 

상향 링크 시스템 용량 증가를 위한 Space Division 
Multiples Access(SDMA) 방식으로서 Collaborative Spa-
tial Multiplexing(CSM) 기술이 제안되었다[1]. 상향 링

크 CSM 기술에서는 각각 하나의 송신 안테나를 사

용하는 두 개의 이동국들이 동시에 상향 링크 데이

터를 전송하고, 기지국 수신기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SDMA 기술과 Successive Interference Can-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 21 卷 第 11 號 2010年 11月

1312

cellation(SIC) 기술을 통해 분리해서 수신하는 기술

이다[2]～[4]. SIC 기술을 사용할 경우, 동일 셀에서 동

시에 전송되는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 간의 간섭을 

거의 제거할 수 있다[5]. 따라서, CSM에서 기지국 수

신기에서 수신하는 간섭의 대부분은 타 셀 간섭이

며, 따라서 CSM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기 위

해서는 타 셀로부터 수신되는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CSM 기술들은 동일 섹터 내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상향 링크 데이터 스트림들 간의 간섭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로, 상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할 두 개의 이동국을 각 셀 별로 

독립적으로 스케줄링하였다. 각 셀 별 독립적인 스

케줄링에 의해 선택된 이동국들이 인접 셀의 서비스 

영역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할 경우, 셀 간 간섭이 상

당히 증가하여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접 셀 간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인

접한 셀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국들을 동시에 스

케줄링하는 셀 간 협동 스케줄링 기술이 필요하다.
CSM 기술에서 셀 간 협동 스케줄링 기술을 사용

하더라도, 간섭 셀에서 상향 링크 데이터를 송신하

는 이동국의 송신 전력이 클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타 셀 간섭 전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셀 간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셀 간 협동 스케줄링과 함께 간섭 이동국의 송신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셀 간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인접 

셀들의 이동국들을 동시에 스케줄링하는 셀 간 협동 

스케줄링 기술과 각 이동국들의 상향 링크 송신 전

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CSM의 성능 개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

인다.

Ⅱ. CSM 시스템 모델 

본 절에서는 기존의 CSM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

다. CSM 기술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지국 수

신기에서, 다수 이동국들이 동시에 전송하는 상향 

링크 신호를 SDMA를 통해 수신하는 기술이다
[1]. 이

동국 송신기는 단일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고, 기지국 
수신기가 개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개

의 이동국이 동시에 각기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여, 각 셀의 상향 링크에서는 총 개의 데이

터 스트림이 동시에 전송된다. 는 k번째 송신기의 

송신 신호, 는  ×1 상향 링크 채널 벡터, 는 

평균 수신 signal-to-noise ratio(SNR),  는 k번째 송

신기의 송신 전력이라고 하고, 주파수 비선택적 페

이딩을 가정하면 기지국에서의 상향 링크 수신 신호

는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와 는 현재 기지국에 속한 이동국들의 

index set과 간섭 기지국에 속한 이동국들의 index set
을 각각 나타낸다. 

각 기지국은  K개에서 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

우의 이동국 집합,   ⋯에 대해 스케줄

링 priority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스케줄링 priority
를 갖는 이동국 집합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argmax  ⋯ 

 (2)
 

여기서, 은 이동국 집합 에 속하는 이동국

들의 수신 가능 SINR   ⋯
에 의해 계산되

는 scheduling priority 함수이다. 대표적인 scheduling 
priority 함수로는 proportional fair 스케줄링이 있다.

이 때, 기지국은 식 (2)의 스케줄링을 위해 이동국 

집합 에 속하는 이동국들의 수신 가능 SINR 
  ⋯

을 추정한다. 기지국은 상향 방향 링크

에서 동시에 전송되는 동일 셀의 상향 링크 채널 

∈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간섭 

제거기(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SIC)에 의

해 동일 셀 간섭이 완벽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동국 set 에서 l번째로 decoding되는 신호의 

SINR 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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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은 수신 가중치 벡터를 나타내고, 분모의 

첫 번째 항은 동일 셀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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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간섭이 제거되지 않은 신호로부터의 자기 셀 

간섭 전력을 나타낸다. 한편, 식 (3) 분모의 두 번째 

항은 타 셀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에 의한 간섭 전력

을 나타내며, non-coordinated CSM 시스템의 경우, 
타 셀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채널 ∈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serving 기지국 

단독으로 계산하는 식 (3)의 SINR에는 오차가 포함

될 수밖에 없다.
각 기지국의 스케줄링에 의해 선택된 이동국 set 


 에 의해 얻어지는 실제 상향 링크 시스템 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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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








는 동일 셀 간섭을 

  
∈ 






는 타 셀로부터의 간섭 전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동국 set  는 간섭 기지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 스케줄링에 의해 선택된 이동국 

set이다. 따라서, 각 기지국의 스케줄러에서 추정된 

식 (3)의 SINR은 식 (4)의 실제 수신 SINR과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일 셀로부터 양호한 

채널 환경을 가지면서 타 셀로부터 상당한 간섭을 

받는 경우에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우, 각 기지국 스

케줄러에 의해 이동국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선택 

되더라도, 해당 이동국의 실제 전송 용량은 상당한 

타 셀 간섭에 의해 스케줄러에 의해 추정된 전송 용

량보다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타 셀 간섭을 

정확히 고려하여 전송 가능 데이터 용량을 추정함으

로써 스케줄링에 의한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 이득

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지국간의 

coordination을 통해 셀 간 간섭 채널 정보를 공유해

야 한다.

Ⅲ. CSM 용량 개선을 위한 적응 송신 전력 

제한 알고리즘

기존 CSM에서는 각 이동국이 데이터 전송에 사

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제한함으로써 상향 링크

에서 발생하는 셀 간 간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기존의 상향 링크 전력 제어

에서 각 이동국은 상향 링크 데이터 전송 시 마다, 
송신 전력   ⋯가 최대 송신 전력 max를 초

과하지 않도록, 다음 (6)과 같이 최종 송신 전력 




  ⋯를 결정한다.
 


 minmax (5)
 

여기서, max는 고정된 값으로 spectral masks와 error 
vector magnitude requirements를 만족하기 위한 사용

자의 최대 송신 전력이다. 따라서, max는 타 셀로부

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간섭을 고려하지 못한 값이기 

때문에, 타 셀의 상향 링크에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최대 송신 전력 max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이동국에서 간섭 셀로의 상향 

링크 간섭량을 고려하여 간섭 셀로 일정량 이상의 

간섭 전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각 이동국의 최대 송

신 전력을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기지국간 정보 교환이나 협력 없이 적용

가능하다. 각 기지국에 속한 이동국들은 주변 간섭 

셀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수신 전력을 충분한 시간 

구간 동안 시간 평균을 취하여, m번째 간섭 기지국

로부터 k번째 이동국으로 평균 수신 전력 을 구

하고, m번째 간섭 기지국의 송신 전력  정보를 

이용하여, m번째 간섭 기지국으로부터 k번째 이동국

까지 평균 경로 손실   을 계산한다. 
평균 경로 손실이 적을수록, k번째 이동국이 간섭 셀 

기지국에 대해 큰 간섭을 주기 때문에, 개의 간섭 

기지국들에 대한 경로 손실 중에 최소 경로 손실 

min min⋯ 을 사용하여, k번째 이동

국의 최대 송신 전력을 결정한다.
k번째 이동국은 간섭 기지국에 대한 최대 간섭 전

력 min가, 시스템에서 미리 정하는 허용 최대 

간섭량 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동국의 송신전력 


을 다음 식 (6)과 같이 제한한다.
 


min ≤  (6)
 
결론적으로, k번째 이동국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송신 전력 
은 다음 식 (7)과 같이 결정된다.

 


 minminma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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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미리 정하는 최대 허용 간섭량 는 

시스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  ×  × 와 같이 기지국의 잡음 전

력의 배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기지국의 잡음 

전력을 결정하는  , 그리고  , 는 각각 기지

국의 잡음 지수(noise figure), 잡음 전력 스펙트럴 밀

도(noise spectral density), 그리고 사용 대역폭이다. 
본 논문에서는  0.25 값을 고려하였다. 위의 최대 

송신 전력 결정 과정은 각 이동국 별로 수행되어, 이
동국 별로 최대 송신 전력량을 결정한다.

Ⅳ. Coordinated CSM을 위한 충돌 회피 

스케줄링 알고리즘 

상향 링크 CSM에서 타 셀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기 위해서는, 간섭 셀로부터 오는 채널 벡터 

∈를 추정해야 하며, 동시에 간섭 셀에서 데이

터를 전송하는 이동국들이 최대한 서비스 신호에 간

섭을 주지 않도록 스케줄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서비스 기지국과 간섭 기지국이 각각의 상향 

링크 채널 정보를 공유하고, 기지국간 간섭을 최소

화 하도록 서비스 기지국과 간섭 기지국에서 이동국

들을 joint하게 스케줄링하는 셀간 충돌 회피(inter- 
cell collision avoidance)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한 셀의 기지국들이 광대역

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각 셀의 상향 링크 채널 정보

를 서로 공유하는 coordinated CSM 시스템을 가정한

다. 설명을 위해 (a, b, c) 세 개의 셀이 하나의 클러

스터를 구성하고, 각 클러스터에는 각 셀로부터 상

향 링크 채널 정보 및 스케줄링 request를 공유하며, 
속한 셀들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국들을 joint하
게 결정하는 하나의 스케줄러가 존재하는 coordina-
ted CSM 시스템을 가정한다. 

순차적인 간섭 제거기를 사용하는 상향 링크 CSM
에서 겪는 간섭의 대부분은 타 셀로부터 수신되는 

간섭이기 때문에, 상향 링크 CSM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 셀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세 개의 셀들로부터 채널 정보 및 스케줄링 re-
quest를 공유하고, 세 개의 셀들에서 데이터를 전송

할 이동국들을 joint하게 결정하는 스케줄링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먼저, 클러스터에 속하는 각 이동국로부터 각 셀 

기지국으로의 평균 수신 SNR ∈을 추정

한다. 여기서 는 k번째 이동국으로부터 i번째 셀 

기지국으로의 평균 수신 SNR을 의미한다. 추정된 

평균 수신 SNR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가장 높은 평균 수신 SNR을 제공하는 셀의 기지

국을 k번째 이동국의 서비스 기지국으로 결정한다.
 


  argmax   (8)
 
또한, 간섭 셀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SNR이 

서비스 셀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SNR의 일정 

부분 이상일 경우, k번째 이동국의 주 간섭 셀로 다

음과 같이 지정한다.
 






 
  ≠



 

(9)
 
본 논문에서는  10으로 고려한다. 즉, 간섭 

셀로부터 수신되는 SNR이 서비스 셀로부터 수신되

는 SNR의 0.1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이동국이 데

이터를 전송할 경우, 간섭 셀의 역방향 링크에 상당

한 간섭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

쳐 클러스터 내의 모든 이동국들은 서비스 셀과 주 

간섭 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한 이동국이(servic-
ing cell, interfering cell, interfering cell)=(a, b, 0)라고 

하면, 서비스 셀은 a이고, 주로 간섭을 주는 셀은 b
가 된다. 다른 예로서, (b, a, c)는 서비스 셀은 b이고, 
주로 간섭을 주는 셀은 a와 c가 된다.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역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선택되는 각 기지국의 이동국들이 타 셀의 주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충돌 회피 스케줄링 과정

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 
, 

의 이동국 

   집합 중 최대 스케줄링 priority를 만족하는 이

동국 집합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argmax  max  ⋯ 


 (10)

 
즉, 스케줄링 priority를 가지는 기지국 index 와 

해당 기지국의 최대 스케줄링 priority를 가지는 이동

국 집합 



 

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각 이동국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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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대한 수신 가능 SINR 추정을 할 때, 수행될 충

돌 회피 스케줄링을 통해 선택될 이동국들은 서비스 

셀과 주 간섭 셀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하고, k번째 상향 링크에 대한 평균 간섭 전력 을 

구할 때 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역방향 링크들로

부터 수신하는 평균 간섭 전력들을 평균하여 구한

다. 예를 들어, k번째 이동국의 역방향 링크가 (a, b, 
0)의 서비스 셀과 주 간섭 셀을 가질 경우, b가 주 신

호 셀이면서 a셀에 간섭을 주는, 즉 (b, a, 0)의 이동

국들을 제외한 간섭 셀의 이동국들로부터의 역방향 

링크 간섭 전력을 구한 후 평균하여, 타 셀로부터 수

신되는 평균 간섭 전력 을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기지국 n의 이동국 set 

에

서 l번째로 decoding되는 신호의 SINR은 다음과 같

이 추정한다.
 







  ∈





 






(11)
 
②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식 (10)에서 선택된 이 

   동국 집합 



 

에 대한 두 개의 간섭 셀 

   
  ≠중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이

동국 집합을 포함하는 셀 를 선택하고, 셀 

의 
개의 이동국 집합 중에서, 식 (10)

에서 선택된 이동국 집합 



 
과 충돌이 발생

하지 않으면서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

국 집합 





 
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식 (10)에서 선택된 셀의 이동국 집합 







 
의 주 간섭 셀이 일 경우, 셀 의 이동

국 집합 중 주 간섭 셀이 이 아니면서 스케

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국 집합 





을 선택

한다. 반면에, 이동국 집합 



 
의 주 간섭 셀

이 가 아닌 경우, 셀 의 모든 개의 이

동국 집합들 중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을 선택한다. 
③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마지막으로 이동국 집합

이 선택되지 않은 셀 의 개의 이동국 집

합 중에서, 이미 선택된 셀 의 이동국 집합 





 

과 셀  의 



 

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

   으면서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국 집합

   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선택

   된 이동국 집합 



 

와 



 

의 주 간섭 셀이 

일 경우, 셀 의 사용자 집합 중 주 간섭 셀

   이 와  모두 아니면서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국 집합 



 

을 선택한다. 반면에, 

   





 
의 주 간섭 셀만  일 경우, 셀 의 사용

   자 집합 중 주 간섭 셀이 이 아니면서 스케

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국 집합 



 

을 선택

   한다. 또한, 





 
의 주 간섭 셀만 일 경우, 

셀 의 사용자 집합 중 간섭 셀이 이 아니면

서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이동국 집합 





 

   을 선택한다. 
④ 클러스터 스케줄러는 위와 같이 각 셀 별로 이

   동국 집합을 선택한 후, 선택된 



 , 




 , 

   



 

에게 각 셀의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Ⅴ. 성능 분석 및 결론 

본 절에서는 WiMAX 시스템을 모사하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기술들의 성능을 비

교 분석한다. 모의실험을 위해 2 tier로 구성된 총 7
개의 셀을 고려하였다. 각 셀은 총 3개의 섹터로 구

성되며, 충돌 회피를 위한 joint 스케줄링이 수행되는 

클러스터는 각 셀의 3개의 섹터로 구성된다. 기지국

간의 거리는 800 m이고 매 드롭마다 섹터 별로 동일

한 수의 이동국이 균일하게 분포되며, 매 드롭에서 

이동국의 위치와 속도는 고정된다. 각 이동국은 자

신이 위치한 섹터 기지국에서 상향 링크 수신 전력

이 최대가 되도록 상향 링크를 형성한다. 이동국으

로부터 기지국에 수신되는 수신 전력은 경로 손실과 

shadowing, 그리고 fast-fading에 의한 순시 채널 이득

을 고려하여 구해진다. 순시 채널은 flat Rayleigh 페
이딩 채널을 가정하였으며, 이동국의 이동 속도는 3 
km/h로 가정하였고, 5 ms마다 채널을 발생시킨다.

모든 클러스터는 충돌 회피 스케줄링을 통해 각 

섹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국 집합을 선택하고, 
각 섹터별 상향 링크 sum rate의 평균을 계산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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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향 링크 시뮬레이션 변수

Table 1. System parameters for uplink simulation

변수 값

셀 구조
7(hexagonal grid, 1-ring, 

3-sector system, 21 sectors)
기지국 간의 거리 800 m

안테나 패턴
70 deg(—3 dB) with 20 dB 

front-to-back ratio

기지국 안테나 이득

(cable loss 포함)

15 dBi 
(17 dB BS antenna gain, 

2 dB cable loss)
이동국 안테나 이득 —1 dBi
이동국 잡음 지수 7 dB
열잡음 밀도 —174 dBm/Hz
기준 반송파 주파수 2.5 GHz
경로 손실 모델 ITU-model
Fast fading 유형 Rayleigh fading

Log-Normal Shadowing 표준 편차=10 dB(NLOS) 
기지국간 상관도: 0.5

대역폭 10 MHz
AT 최대 송출 전력 20 W(23 dBm)
안테나 수 기지국: 2, 이동국: 1

능 평가를 위한 모의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변수는 

WiMAX 시스템을 모사하도록 결정되었으며,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은 섹터 당 이동국수에 따른 평균 섹터의 

sum rate 결과를 보여준다. Proportional fair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고려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의 

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 Conventional fixed max. tx. pwr.: 식 (5)의 고정된 

이동국 최대 송신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 Proposed adaptive max. tx. pwr.: 제안하는 식 (7)
의 각 이동국의 최대 송신 전력을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

- Proposed adaptive max. tx. pwr. & CA scheduling: 
제안하는 식 (7)의 적응 송신 전력 제한 알고리

즘과 충돌 회피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

용하는 경우

먼저, 제안하는 이동국 최대 송신 전력을 적응적

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고정된 최대 송신 

그림 1. 평균 섹터 sum rate(수신 안테나 간격: 0.5 λ)
Fig. 1. Average sector sum rate (transmit antenna spac-

ing: 0.5 λ)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동국 수가 섹터당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용량 개선을 보인다. 이는 섹터 당 

이동국수가 증가할수록, 각 기지국의 PF 스케줄러에 

의해 선택되는 이동국 중에서 섹터 가장자리에 위치

하여 타 섹터에 간섭을 많이 주는 이동국 수가 증가

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타 셀에 주는 간섭량

을 제한하도록 송신 전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해진다. 반면에 섹터 당 이

동국수가 적은 경우에서는 제안하는 최대 송신 전력 

결정 알고리즘이 이동국의 최대 송신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 특성 및 운용 환경에 따라, 허용 타 

셀 간섭량 를 결정하는 값을 최적화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이동국 최대 송신 전력 결정 알고

리즘과 제안하는 셀간 충돌 회피 스케줄링 알고리즘

을 동시에 사용하면 기존의 고정된 최대 송신 전력

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용량이 25 %가 증가됨을 보

여준다. 이는 제안하는 알고리즘들이 상향 링크 셀 

간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CSM 시스템의 

상향 링크 용량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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