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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 크 게 임 의 配分規則과 그 特性에 관한 昭究(1)

錢英燮·許恩順

네트워크 게임에서 경기자들은 다른 경기자들과 형성한 렁크(link)들로부터 價f直

(value)를 창출하게 되며， 配分規則 (allocation rule) 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어슨 밸류(Myerson value) , 포지션 

밸류(position value) , 平等規則(egalitarian rule) 등의 배분규칙들을 소개하고 그 특성 

을 파악하여 보도록 한다. 

1 머리말 

네트워크 게임에서 경기자들은 다른 경기자들과 링크(1뼈)를 형성함으로써 價{直(v떠ue) 

를 창출하며， 配分規則 (allocation rule) 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네 

트워크 게임에서 제시된 배분규칙들을 소개하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聯合形 게 임 (coalition때 form g없ne) 은 경 기 자들 일부가 聯合(coalition)을 형 성 하여 공동 

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연합 내의 경기자들이 나누어 가진다고 상정한다 연합형 게임 

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배분규칙은 Shapley (1 953)에 의해 제안된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로， 이후 그 특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Myerson (1 977)은 경기자들이 

연합을 형성하였더라도 그 연합 내에서 경기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를 감안한 通信게임 (comrnunication garne)을 제시한 후， 샤플리 밸류를 확장한 마이어슨 

밸류를 소개하고 이를 특성화하였다. 즉， 通信게임에서 價f直핍數는 聯合形 게임에서처럼 

연합에 대해 정의되나， 연합 내의 경기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하여 價↑直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Jackson and Wolinsky (1996)는 연합 형성에 있어 그 구성원들 간의 

연결구조까지 반영한 네트워크 게임 (network garne)을 소개한 후 마이어슨 밸류를 적용하 

였다. 네트워크 게임에서는 價植핍數가 네트워크에 대해 정의되기 때문에， 연합이 연결되 

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가치함수에 반영한다. 한편， Borm et 

al. (1 992)에서는 경기자 대신 링크를 중심으로 배분방식을 규정한 포지션 밸류를 제시하 

(1) 본 논문은 수암장학 문화재단의 지원3로 이루어졌읍.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영섭(199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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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이어슨 밸류， 포지션 밸류， 그리고 平等規則 등을 소개한 

후， 그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도록 한다. 

이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의 주요 개념과 모형을 소 

經濟論集잉
 ω 

개하고， 價↑直핍數와 配分規則 동을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배분규칙들을 소개한 후， 이들 

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한다 

네트워크 게임 2.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소개한 다읍， 네트워크가 창출해내는 

가치를 나타내는 價植핍數(value function) , 그리고 그 가치를 경기자들에게 배분하는 配分

規則 (allocation rule) 등을 정 의 하도록 한다. 

2.1. 네트워크 게임의 構成

경기자 집합을 N={l , "'， n}으로 두며， 이러한 경기자들의 집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 

정하고， 더 나아가서 각 경기자들을 하나의 점 (node)으로 표시한다. 네트워크(또는 그래 

프) g는 각 경기자들의 쌍이 형성하고 있는 링크(연결고리)들의 집합이다. 네트워크 게 

임에서 렁크는 方向性이 있는(directed) 링크와 方向性을 갖지 않는( undirected) 링크로 나 

누어 분석이 가능한데， 이 논문에서는 후자에 한정하도록 한다. 경기자 i와 j가 형성하고 

있는 링크를 낀 또는 ji로 나타내고， 낀 Eg는 두 경기자가 네트워크 g하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경기자들이 서로 링크를 형성하고 있을 때의 네트워크를 gN이라 나타내고， 이를 

完全 네트워크(complete network) '* 한다. 경기자 집합 N으로 형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집 합은 G={g Ig 드 gN}으로 나타낸다. 

별 네트워크(st따 network)는 한 購技者(central player)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경기자들이 

그 중심의 경기자와 링크를 하나씩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모든 경기자가 연 

결되어 있는 g 드 gH에서 모든 jkE g에 있어 j=i 또는 k=i임을 충족시키는 경기자 iE N 

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g를 경기자 i를 중심으로 하는 별 네트워크라고 한다. 

한편， 모든 네트워크 g와 모든 젠에 대해 g- 낀는 g에서 낀를 제거한 네트워크를， g+ 낀는 

g어1 낀를 더한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g에서 적어도 하나의 링크를 형성하고 있 

는 觀技者들의 集合을 N(g) , 즉 N(g)={iENI 크 j E Ns.t. 낀 E g}이고， 이 집합의 크기를 n(g) 

로 둔다. 주어진 네트워크 g에 대해서 두 경기자 i[과 in이 일련의 링크를 통하여 서로 연 

결되어 있을 때， 이 두 경기자를 잇는 링크들을 lSkSn-l인 k에 대해 ikik+ J 라고 두면， Î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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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in 사이 의 經路(path)는 {iJi2' i2i3, ''', in.Jin} 드 g로 정 의 된다. 

네트워크 g의 부분집합 g' 에 대해， g' 를 구성하는 경기자 i E N(g')은 서로 연결되어 있 

는 반면， N(g') 밖의 경기자들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 g ’ 을 g의 要素(component)라고 하 

며， g의 모든 요소들의 집합을 C(g)로 둔다. 예를 들어 ， N = {1 , 2, 3, 4, 5}이고 g = {12, 34, 

45}인 네트워크에서 {12}와 {34， 45}는 g를 구성하는 두 要素이며， C(g) = {{12}, {34, 45}} 

이다. 

2.2. 價個앉|數와 配分規則

네트워크의 價{直핍數 v G • R는 네트워크 g의 가치를 나타내며， 모든 가능한 가치 

함수들의 집합을 V로 표시한다. 네트워크 g 득 gN가 效率的 (efficient) 이라고 함은 모든 

g' ζ 밑에 대해 v(g) 으 v(g' )임을 의미한다. 

한편， 가치 함수 v가 要素 加算的(component additive) 이 라 함은 모든 네트워 크 gE G에 

대해 v(g) = Lg' EC(g)V(g')임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들의 가치를 단순히 합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價f直핍數가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나타내는 반면， 配分規則 Y: G X V • RINI 

는 그 가치를 경기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즉， κ(g， v)는 네트워크 g와 가 

치함수 v가 주어졌을 때 경기자 i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타낸다. 

배분규칙이 均衝性(ba1ance)을 만족한다고 함은 모든 가치함수 v와 그래프 g에 있어 

LiEN(g)Yi(g, v) = v(g)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래프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가 경기자들에게 전 

부 나누어지기를 요구한다. 

한편， 要素 均獲I性(component balance)은 어떤 요소가 생산해낸 가치가 그 요소의 경기 

자들에게 전부 배분되기를 요구한다. 즉， 모든 요소 가산적인 가치함수 v와 모든 네트워 

크 gE G, 그리고 모든 요소 g' E C(g)에 있어 LiEN(g' )Yi(g, v) = v(g' )임을 요구한다 要素

均衝性은 均衝性보다 더 강한 조건이며， 만약 가치함수 v가 요소 균형성을 충족시키나 요 

소 가산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가치함수는 균형성을 위배하게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例 1 : 連結模型(connections model) [Jackson and Wolinsky (l996) J 

連結模型은 개인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연결모형에 참여 

하는 경기자들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효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부터도 효용을 얻는다. 이때 다른 사람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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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얻는 가치는 그들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한다. 경기자들이 직접적으 

로 링크를 형성할 때만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는데， 경기자 i가 j와 링크를 형성할 때 드는 

비용을 Cij로 표시한다. 한편， W이으 O는 경기자 i가 경기자 j에 대해 가지는 內在的 價植

(intrinsic v며ue)를 나타낸다. 각 경기자들이 다륜 경기자들과 직간접적인 연결로 얻는 효 

용은 두 경기자 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경기자 i와 j 사이의 최단거리를 tij라 

했을 때， 그 거리에 따라 0<δ<1의 등비로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i와 j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ι= ∞로 정의한다. 따라서 경기자 i는 j로부터 81iJ Wij만큼의 효용을 얻으며， 

임의의 경기자 i가 네트워크 g로부터 얻는 효용 Ui(g)은 

U;(g) = Wii + L δIll Wlj - Z Cl;l 

J*' ;:I}Eg 

가 된다. 네트워크 g의 가치는 각 경기자들의 효용의 합， 즉 v(g) = L.iENUi(g)로 정의한다. 

특히 모든 낀에 대해 Cυ =C이고 Wij= 1인 경우를 對稱的(symmetric)인 連結模型이라 한다. 

네트워크의 배분규칙이 Yi(g) = Ui(g)인 경우， 경기자 집합 N = {1, 2, 3}가 네트워크 g = {12, 

23}를 형성하고 있다면， 대칭적인 연결모형에서 각 경기자들의 보수는 Y,(g) = 8 + 82 - C, 

Y2(g) = 2δ-2c， 그리고 Y3(g) = 0+ 02-c로 나타낼 수 있다. 

2.3. 置名性

경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환함수 π N • N와 네트워크 gE G가 주어졌을 때 ， gπ 三

{π(i)π(j) 대 E g}는 경기자들의 위치는 바뀌었으나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네트 

워크를 의미한다. 이때， 가치함수 v가 置名性(anonymity)을 만족한다고 함은 어떠한 치환 

함수 π와 어떠한 네트워크 gE G에 대해서도 v(gπ) = v(g)를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즉， 어 

떤 경기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든 그 모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配分規則 Y가 置名性을 만족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함수 v, 모든 네트워크 

g, 그리고 모든 치환함수 π에 대해서도 Yπ(i)(g낀 v1r) = Yi(g, v)임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에서 경기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할 뿐 그 경기자의 이름(label)은 중요하지 않 

다는 것이다. 

2.4. 安定性

네트워크의 安定性을 분석하기 위해 Jackson and Wolinsky (1 996)는 相互安定性(pairwise

stability )을 제시하였다. 이는 (i) 모든 낀 Eg어l 있어 Yi(g, v) ;;:: Yi(g - 낀， v)이고 ζ(g， v);;:: ζ(g

하， v)， (ü) 모든 덴 flg에 있어 Yi(g , v) < Yi(g + 낀， v)이 면， ζ(g， v) > ζ(g + 낀， v)가 충족되 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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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g가 價f直困數 v와 配分規則 Y에 대해 相互安定的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i)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g- 덴가 g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ii)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g+ 낀 

가 g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例 2 네트워크의 相互安定性 [Jackson (2004) ) 

경기자 집합 N={1 ， 2， 3， 4}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에서 경기자들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gl =0일 때， 모든 ie N에 대해 Yi(gl) =0; 

g2 = {낀}일 때 ， Yi(g2) = ζ(g2) = 7, Yk(g2) = Y[(g2) = 0 ; 

g3 = {낀， jk}일 때 ， Yi(g3) = Yk(g3) = 11 , 낀(g3) = 6, Y[(g3) = 0; 

g4= {낀， jk， kl}일 때 ， Yi(g4) = Y[(g4) = 13, 낀(g4) = 강(g4) = 8. 

어떤 링크도 형성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경우， 경기자 1과 2가 링크 12를 형성하면 서로 

의 보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안정적이지 않다. 그들 간에 링크를 형성하여 네트 

워크 {12}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경기자 3과 4가 링크를 형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네 

트워크 역시 상호안정적이지 않다. 즉， 네트워크 {12, 34}는 {12}보다 우월하다. 하지만 

{12， 34}가 형성되더라도 다시 경기자 2와 3은 링크 23을 형성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경기자 3이 4와의 링크를 끊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 

복하면 이러한 배분규칙하에서 g2는 gl보다， g3는 g2보다 우월하며 {한， g3, g4, g3, g2}에서 각 

네트워크는 순환적으로 바로 앞의 네트워크보다 우월하므로 相互安定的인 네트워크가 존 

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例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안정성에 따라 네트워크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Jackson 

and Watts(2002) 에서 는 이 를 네트워 크의 動的언 變化(dynamics of network formation) 라고 정 

의하며， 그 과정을 改善經路(improving path)라고 지칭하였다. 개선경로에 따라 더 이상의 

변화할 유인이 없는 경우 安定狀態(stable state)라고 하는데， 위의 例에서처럼 개선경로가 

個環(cycle)할 수도 있다. 

2.5. 安全性과 效率性의 關係

이제 네트워크가 상호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한다. 하지만 定理 1에서 보여 주듯이 안정성과 효율성이 양립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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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理 1 [Jackson and Wolinsky (1996) J: INI ~ 3일 때， 익명성과 요소 균형성을 충족시키 
고 각 v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상호안정적이도록 하는 배분규 

칙 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定理에서 악명성과 요소 균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익명성과 요소 균형성 중 

적어도 하나를 포기한다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요소 균형성을 

포기 하는 경 우， 3.3절에서 살펴 볼 平等規則 (egalit따ian rule) , 즉 네트워 크의 총 가치 를 경 

기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나머지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배분규칙으로 제 

시될 수 있다. 한편，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Dutta and Mutusw빠lÍ(1997)가 보여 준 바 

와 같이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상호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요소 균형성을 만족시키도록 배 

분규칙 Y를 정의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게임의 配分規則과 그 特性

이제 네트워크 게임에서 배분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어슨 밸류， 포지션 밸류， 평 

등규칙， 그리고 Jackson(2005)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배분규칙을 소개하고 그 특성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3. 1. 마이어슨 밸류와 그 特性

네트워크를 감안한 대표적인 配分規則으로는 Myerson (1 977)이 샤플리 밸류를 네트워크 

게임에 응용한 마이어슨 밸류를 들 수 있다. Myerson은 價植핍數를 샤플리 밸류에서처럼 

聯合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나， 그 가치함수에 그 연합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었는지를 

반영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通信狀況(communication situa다on)으로 정의하였으며， 여 

기에 샤플리 밸류를 적용하여 이를 특성화하였다. 이 경우 경기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의 여부는 반영되나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반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Jackson and 

W olinsky ( 1996 )는 가치함수를 연합 대신 네트워크 g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구 

조를 마이어슨 밸류에 반영하고， 이러한 상황을 네트워크 게임 (network game)이라 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에서의 마이어슨 밸류를 정의하고 특성화하겠다. 

연합 S 투 N에 대해 gls를 S 내에 있는 경기자들 간의 링크만으로 구성된 g의 하부네트 

워크， 즉， gls = {젠|낀 E g and i E S,j E S}로 두면， 경기자 i의 마이어슨 밸류 χMV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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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MV (g, v) = I, (V(g ISU{i}) - V(g I 씨 S |!(| N | -l S | -1)! 
SçÑ\{i}'~ uvt'f"~ I N I! 

例 3에서는 이러한 마이어슨 밸류를 계산하여 보도록 한다. 

例 3 네트워크 게임의 마이어슨 밸류 

경기자 집합 N = {1, 2, 3}이 g = {12, 13, 23}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치함수 v(g)가 v(0) = 
0; v( {13}) = v( {23}) = 6; v( {12}) = v( {12, 13}) = v( {12, 23}) = v( {13 , 23}) = v({12, 13, 23}) = 12 

로 주어져 있다. 이 네트워크하에서 마이어슨 밸류에 따라 경기자 1의 보수를 계산해 보 

도록 한다. 우선 세 명의 경기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순서는 총 123, 132, 213 , 231 , 312, 

321의 6가지다. 경기자 1이 참여했을 때 이미 참여한 경기자들의 연합으로부터 추가적으 

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계산하고， 이를 1/6의 확률로 가중합하면 마이어슨 

밸류를 구할 수 있다. 즉， (1 /6) (0 + 0 + 12 + 6 + 6 + 6) = 5이 경기자 1의 보수이다. 네트 

워크 게임에서의 마이어슨 밸류의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연합 v(g ISU {1}) - v(g I s); 
IS I!(INI-ISI-1)! 

INI! 

S=0; v(0)- v(0) = 0-0 = 0; 
2! 

3! 

S = {2}; v( {12})- v(0) = 12-0 = 12; 
3! 

S = {3}; v( {13})-v(0)=6-0=6; 
3! 

S = {2 ,3}; v( {12,13,23}) - v( {23}) = 12 - 6 = 6; 
2! 

3! 

으로부터 y1MV = 12 . (1/6) + 6 . (1 /6) + 6 . (1 /3) = 5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경기자 

들의 보수도 계산하여 보면 경기자들은 Y씨v = (5, 5, 2)만큼 배분받는다. 

Jackson and Wolinsky (1 996)는 동동교섭력을 도입하여 마이어슨 밸류를 특성화하였다. 

배분규칙 Y가 동둥교섭력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g에 속하는 임의의 링크 센를 제거할 때， 

그 링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기자 i와 j의 보수의 변화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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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等交涉力 (equal bargaining power) : 모든 요소 가산적인 가치함수 v와 모든 네트워크 g 

EG에 대해， κ(g)- κ(g- 찌=낀(g) -ι(g-덴)이다. 

이 공리를 이용하여 Jackson and Wolinsky (1996)는 마이어슨 밸류를 다음과 같이 특성화 

하였다. 

定理 2 [Jackson and Wolinsky (1996)) : 마이어슨 밸류는 모든 네트워크 gE G와 요소 가 

산적인 가치함수 v에 있어， 要素 均衝性과 同等交涉力을 만족하는 유일한 배분규칙이다. 

이제 마이어슨 밸류를 네트워크 게임에서 계산하여 이것이 요소 균형성과 동동교섭력 

을 만족시킴을 살펴보자. 

例 4: 마이어슨 밸류의 要素 均衝性과 同等交涉力

경기자 집합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치함수가 例 3에 

서처럼 주어졌을 때， 마이어슨 밸류가 요소 균형성과 동동교섭력을 충족함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이 게임에서 C(g) = {{12, 13, 23}}으로 전체 경기자가 하나의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마이어슨 밸류는 YMV = (5, 5, 2)였으며， 모든 경기자들의 보수의 합은 12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요소의 가치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이어슨 밸류가 동둥 

교섭력을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보자. 각 경기자들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짝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경기자 1과 2의 경우， 링크 12가 제거되면 각 경기자들의 보수는 Yr'( {12, 13, 

23}) - Y씩({ 13, 23}) = 5 - 3 = 2, 1':싼η{12， 13, 23}) - Y:tfV({13 , 23}) = 5 - 3 = 2로 동일하게 변화 

한다. 경 기자 2와 3의 경 우에도 Y싼{12， 13, 23}) - 1':싼({12， 13})=5-4= 1, Y씬{12， 13, 

23}) - Y염V({l2， 13}) = 2 - 1 = 1 이고， 경기자 1과 3의 경우도 그 변화분이 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요소 균형성과 동등교섭력을 만족시키는 배분규칙이 마이어슨 밸류와 일치함을 

이 例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그래프 {12}에서는 同等交涉力에 의해 Y]({12})

Y](0) = Y2( {12}) - Y2(0)이므로 Y]({12}) = Yz( {12})이다. 한편， 要素 均衝性에 의해 이 두 보 

수의 합은 12가 되어야 하므로 Y]({12}) = Yz({12}) = 6이다. 다른 경기자들에 대해서도 
Y2({23}) = Y3({23}) = Y]({13}) = Y3({13}) = 3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링크가 존 

재하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y {l2, 23} = (4, 7, 1), y{]2, ]3} = (1 , 7, 4) 그리 

고 y{ I3, 23} = (5, 5, 2)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경기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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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g={12， 13 ， 23}에 대해 동등교섭력과 요소 균형성을 적용하면 Y1(g) = Y2(g) = Y3(g) + 3이 

어야 하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보수는 Y(g) = (5, 5, 2)이고， 이는 마이어슨 밸류의 보수와 일 

치하게 된다. 

마이어슨 밸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경기자들의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Jackson(2005)은 네트워크가 주어 

지지만 다른 네트워크로 변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네트워크의 가치까지 감안하여 네트워 

크의 가치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네트워크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마이어슨 밸류를 계산할 때 경기자의 연합 S에 국한된 gls를 이용하는 것은 설득력 

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例에서 마이어슨 밸류가 가치함수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 

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例 5: 마이어슨 밸류가 價f直핍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Jackson(2003) ) 

경기자 집합이 N={1 ， 2， 3}으로 주어지고， 이들 사이에 g = {12, 23}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다. 가치함수는 

v1({12}) = v1({23}) = v1({12, 23}) = 1 

이며， 다른 네트워크의 가치는 0으로 가정한다. 한편 또 다른 가치함수 v2는 하나 이상의 

링크가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의 가치를， 그 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0의 가치를 

준다고 가정한다. 이때 각 가치함수에 대해 션1v를 구해보면 v1과 v2하에서 동일하게 션fV 

=(i , 3, i)로 얻어진다 한편， 경기자들이 네트워크 g = {12, 23}을 형성했을 때 이 네트 
워크가 창출해내는 가치를 잘 살펴보면， v1하에서는 경기자 2가 다른 경기자들에 비해 가 

치창출에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v2하에서는 모든 경기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슨 밸류는 v2하에서도 경기자 

2에게 다른 경기자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배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Jackson(2005)은 마이어슨 밸류의 要素 均衝性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요소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의 요소에 속해 있는 경기자들이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를 배분받으므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그들끼리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더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소 균형성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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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기자들의 聯合的인 離脫行寫(coalitional deviation)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면， 요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가능한 경기자들의 연합에 대해서도 이탈적 행위의 유인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코어 (core)가 보다 더 합리적인 요구조건이라는 것이다. 

3.2. 포지션 밸류와 그 特性

마이어슨 밸류가 네트워크 게임에서 경기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가치를 배분하였 

다면， Bonn et al. (1 992) 이 소개한 포지션 밸류(position value)는 링크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치를 배분한다. 

먼저 네트워크 g에서 경기자 i가 형성한 모든 링크들의 집합을 gi::: {낀|젠 E g andjE N} 

으로 나타낸다. 이에 따라 링크를 중심으로 한 가치함수를 모든 g 드 t'에 대해 rV(g) ::: 

LCEC(g)V(C)로 정의하면 네트워크 게임에서의 포지션 밸류 yP는 

κP = Z } 안v(g， rVlg) 
lJEgi .I..J 

로 정의된다. 이제 다음의 例에서 포지션 밸류를 계산하여 보도록 한다. 

例 6: 포지션 밸류 

경기자 집합이 N::: {1, 2, 3}으로 주어지고， 이들이 네트워크 g::: {12, 13, 23}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치함수가 例 3에서와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포지션 밸류를 구하기 위해 네트 

워크 g하에서 경기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링크 12, 13, 그리고 23을 a, b， c로 나타내자. Igl 
를 네트워크 g의 렁크의 개수라고 할 때， 가치함수 rV(g)는 

I 0, Igl:::O일 때 ; 

rV(g):: i 6, g E {{b} , {c}}일 때 ; 

l 12, gE {{a}, {a, b}, {a, c}, {b, c}, {a， b， c}}일 때， 

로 정의된다. 이들 링크 a， b， c를 경기자로 간주하여 가치함수 f하에서의 마이어슨 밸류 

를 구하면， a의 마이어슨 밸류는 (116)(12 + 12 + 6 + 6 + 0 + 0)::: 6이고， b와 c의 마이어슨 밸 

류는 각각 (1/6)(0 + 0 + 6 + 6 + 0 + 6) :: 3, (1/6)(0 + 0 + 0 + 6 + 6 + 6) ::: 3이다. 이를 이용하여 

포지션 밸류를 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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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이 게임에서 포지션 밸류에 따라 분배한 경기자들의 보수는 YP = (4.5 ， 4.5 ， 3)이 

된다. 

이러한 포지션 밸류는 총위협 균형을 이용하여 Slikker(2005) 에 의해 특성화되었다. 총 

위협 균형 조건은 경기자 i와 j가 있을 때， 경기자 i가 자신이 맺고 있는 링크를 없엠으로 

써 상대방 j에게 미칠 수 있는 총손실과， j가 자신이 맺고 있는 링크를 없엠으로써 i에게 

미칠 수 있는 총손실이 서로 같아지도록 요구한다. 

總威활 均衝(b떠anced total threats) : 모든 네트워 크 gE G, 가치 함수 V, 경 기 자 i, jE N에 

대해 I. {κ (g ， v)- κ (g- jk , v)} = I. {Yj (g , v)- Yj (g- il , v)} 이다. 

이 공리를 이용하면 포지션 밸류는 다음과 같이 특성화된다. 

定理 3 (Slikker(2005) J : 포지션 밸류는 要素 均衝性과 總威聲 均衝을 만족시키는 유일 

한 배분규칙이다. 

3.3 ‘ 平等規~IJ과 그 特性

Jackson and Wolinsky (l 996)는 네트워크 게임에서의 배분규칙으로 평동규칙을 소개하였 

다. 平等規則은 경기자블이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공평하게 나눠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경기자 i와 네트워크 g 

에 대해 평동규칙 휴는 

yE = v(g) -_-
‘ INI 

로 정의된다. 평둥규칙하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반드시 상호안정적이다. 이러한 평등 

규칙은 置名性도 만족하지만， 要素 均衝性을 늘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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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소 균형성을 충족시키도록 要素別 平等規則 (component-wise egalitarian rule)을 정 

의할 수도 있다. 이는 요소가 창출해낸 가치를 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규칙이다. 평등규칙 yE하에서는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상호안정적이지만， 요소별 평동규칙하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요소별 

평동규칙은 요소 균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성을 다소 약화시킨 배분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소별 평등규칙은 요소 가산적인 가치함수 v에 대해서 

I v( 。이 
~~ I :--::추→--:-， 경기자 i가 속해있는 g’ E C(g)가 존재할때; 

κLLO(g ， V)=~ IN(g ’ )1 

l 0, 그렇지 않은 경우， 

'-- vCEr_ .. \ _ v(g) 
로 정의되며， 요소 가산적이지 않은 가치함수 v에 대해서τ 낀 (g,v) = .. ~~~로 정의된다. 

INI 
Jackson and Wolinsky (1 996)는 두 공리를 사용하여 평등규칙의 특성화 정리를 제시하였 

다. 먼저， 잠재적 링크에 대한 독립성은 임의의 네트워크 g에서 추가적인 링크가 하나 더 

형성된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네트워크에게 두 가치함수가 통일한 가치를 부여할 

때， 네트워크 g에서 두 가치함수에 대한 배분이 동일하기를 요구한다. 

;활在的 링크에 대한 獨立性(independence of potentiallinks) 서로 다른 경기자 i， j에 대해 

g+ 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네트워크 g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가치함수 v, w와 네트워크 

g에서 Y(g, v) = Y(g, w)이다. 

이제 平等規則은 다음과 같이 특성화할 수 있다. 

定理 4 [Jackson and Wolinsky (1996)) : 配分規則이 익명이고 균형적이며 잠재적 링크에 

대해 독립적일 때， 효율적인 네트워크 g하에서의 平等規則은 가치함수 v가 익명적이고 

모든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도록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한펀， 相互單調性(p때wise monotonicity)은 임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보다 우월 

한 경우， 우월한 네트워크의 가치가 다른 네트워크보다 더 크기를 요구한다. 

相효單調性. 네트워크 g' 이 g보다 우월할 때 v(g') > v(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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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리를 사용함으로써 平等規則의 다른 특성화 정리를 얻을 수 있다 

定理 5 CJackson 때d Wolinsky (1996) ] : 익명의 가치함수 v에 있어 익명이고 균형적이며 

잠재적 링크에 대해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단조적인 유일한 배분규칙은 平等規則이다. 

한편， 요소별 평동규칙하에서 상호안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읍과 같은 알고리즘 

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Jackson (2003) ] . 우선， 경기자 i에 대해， ~CE(g'， v)를 

최대화하는 요소 g' E C(g)를 찾아낸 후，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머지 경기자들의 집합 

N\N(g' )에서 다시 이 값을 최대로 만드는 요소를 형성한다. 더 이상 남는 경기자들이 없 

을 때까지 이를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요소뜰이 상호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하에서 要素別 平等規則(component-wÍse ega1itarian rule) YCE 

은 상호안정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킨다. 

파레토 效率性(Pareto efficiency) : 모든 경기자 i에 있어 κCi , v) ~ Yi(g, v)가 성 립하고， 적 

어도 한 경기자에 대해 강부동호가 되도록 하는 네트워크 g' 이 존재하지 않는다. 

定理 6: 요소 가산적인 가치함수 v하에서， 위에서 정의한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된 네트 

워크 gV는 요소별 평등규칙하에서 상호안정적이고 파레토 효율적이다. 

3.4. 追加的인 配分規則들과 그 特性

이 절에서는 이외의 배분규칙들로 새로 소개된 J ackson (2005)의 가변 네트워크 배분규 

칙과 네트워크 중핵을 설명하고 그 특성을 살펴도록 한다. 

3.4.1. 可變네트워크 配分規則과 그 特性

마이어슨 밸류가 네트워크를 이미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것에 반해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ackson (2005)은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변화가능한 네트워 

크에 근거 한 배분규칙 을 도입 하기 위 해 그는 單調的 커 버 (monotonic cover) íì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v(g) = maxg ’드 g v(g'). 

단조적 커버는 제시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렁크들로써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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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가 제시되었더라도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을 반영하 

고 있다. 

可變네트워크規則 (flexible network rules) yFN는 모든 가치함수 v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g 

에 있어 yFN(g, v) = Y(gN, v)로 정의된다. 가변네트워크규칙은 네트워크 g의 변화가능성을 

감안하며， 효율적인 네트워크만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廳技者中JL、의 可變네트워크 

規則 (player-based flexible network allocation rule) , χPBFN(g， v)는 모든 가치 함수 v와 효율적 인 

네트워크 g에 대해 

τ‘ ;;{ ~SU{i} \_::{ ~S \\!SI!(INI-ISI-l)! 
깐 (g,v)= L (íì(g"U\'I)-íì(g")) 

S득메{i} ，~ ，~ " INI! 

로 정의된다‘ 경기자중심 가변네트워크규칙 yPBFN은 마이어슨 밸류와 유사해 보이지만 마 

이어슨 밸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同等交涉力과 要素 均衝|生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반 

면에 이 규칙은 네트워크를 변화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조적 커버를 사용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네트워크까지 감안한 보다 일반적인 배분규 

칙을 정의하기 위해 보수 κ(g， V)가 네트워크의 가치 v(g)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경기자 

중심 가변네트워크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장할 수 있다. 

\i(g)_ ~ {::{~SU{ih_ .~(~s\\~_!Q!I-，-= ISI-l)! Rp (g， v)=τ '0': ， L (íì(g"U\'I)-íì(g")) 
íì(glV)S드;Ñ\{i}' ，~ ，~ " 1 N I! 

이제 이러한 경기자중심 가변네트워크규칙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 

例 7: 鏡技者中心 可變네트워크規則 (Jackson(2005) } 

경기자 집합이 N= {1 , 2, 3}으로 주어지고， 이들 사이에 g = {12, 23}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다. 가치함수 v1(g)는 

v1({12}) = v1({23}) = 1; v1({12, 23})=w 2:: 1 

이고， 이외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0으로 정의하자. 한편 ， v(g)는 하나 이상의 링크가 형성 

된 경우 그 가치가 I이고 그 이외의 가치는 0으로 둔다. 이때 마이어슨 밸류하에서는 

yMV(n2,23}, vI) = YMV({I2,23}, v2) = (K-L X+}, 쓰 -l)로 경기자들의 보수가 결정 
3 6 3 3 3 6 

된다. 반면， 경기자중심 가변네트워크규칙의 정의에 따라 보수를 구해보면 



네트워크 게임의 配分規則과 그 特性에 관한 冊究 51-

w 1 w 1 w 1 _ ~1 _ "PBFN yPBFN(n2,23}, vl)=(--- -+- ---) 그리고 yPBFN({12,23}, v2 ) = (;, ;, ;)로， 3 6 ’ 3 3 ’ 3 6/' -~I'_"_ 'l .... -'--J' . / '3' 3' 3 

가치함수 v1처럼 가치함수가 익명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어슨 밸류와 경기자중 

심 가변네트워크규칙이 일치하지만， v2와 같은 익명의 가치함수의 경우 경기자중심 가변 

네트워크규칙은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g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 경기자들에게 풍일한 보수를 배분하게 된다 • 

포지션 밸류처럼 가변네트워크규칙 역시 링크를 경기자로 간주하여 정의할 수 있다. 

링크에 대해 단조적 커버를 적용하면 링크中心 可變네트워크規則(link-based flexible 

network allocation rule) 은 

]U끼 ’시 | I 1 1'이씨I!시l쁘땐난만)카|냐띠g이아빠1-니-→뇌1너페 
κ땀뺨매때FN (얘새엠뺑g ， v)끼v”)=E繼뽑뚫y펴중웹L월끊싫U객f(G“얘뻐뺑빼(g망뼈쩌g망뼈빼+래떼하ψ)←-→까뺑iκ얘뼈(g때화g빙) I eceN_ii 'L ~ - INI(IN 1-1) I 

로 정의된다. 

3.4.2. 네트워크 中核과 그 特性

Jackson(2005)은 네트워크의 가변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요소 균형성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소 균형성은 그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 경기 

자들이 따로 연합을 만들어 네트워크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 

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연합적 행위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요소 균형성을 정당화한 

다면 요소 단위의 연합적 행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가능한 연합적 행위에 대해서도 감안 

하여 코어 (core)의 개념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샤플리 

밸류 또는 마이어슨 밸류에 의한 보수 배분은 코어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코어에 

항상 속하는 배분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中核(nucleolus) (3)을 확장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 

이 중핵에 의한 보수 배분은 코어가 공집합이 아닌 한 반드시 코어 내에 속한다는 바람 

직한 특성을 가지고 었다. 가변네트워크규칙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중핵을 정의할 때에 

도 네트워크의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단조적 커버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 논문에서는 네 

트워 크에서 코어 와 함께 觀技者中心의 네 트워 크 中核(player-based networkolus) 을 소개하 

도록한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meídler ( 1969 )와 김호중 · 전영섭 (20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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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코어: 

LYi S v(g) -，리 7 
iEN(g) • 

經濟論集

네트워크 게임 (N, v)의 코어 

ξYi 싱(gS)를 충족시킨다 
lEJ 

Y E R1NI은 

다음의 例 8에서 네트워크 게임에서 코어를 계산해 보도록 한다. 

例 8: 네트워크 게임의 코어 [Jackson(2005) ) 

第45卷 第1號

모든 S ζ N에 있어， 

例 7에서와 같이 경기자 집합과 가치함수 v1이 주어졌으며， 단， w> 1로 제한하도록 한 

다. 이때 네트워크 g = {12, 23}의 코어는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수 

(yj, Yz, Y3)이다. 

y, + Y2 + Y3 S w; y, + Y2 2: 1; Y2 + Y3 2: 1; y, + Y3 2: 0; Y"Y2'Y3 2: O. 

예컨대，보수 (뿐 1 렌)는 코어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코어가 공집합이 아니면， 경기자중심의 네트워크 중핵은 반드시 코어에 속하며， 따라서 

다음의 코어일관성을 충족시킨다. 

코어-貴性(core consistency): 코어를 공집합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가치함수 v에 

대해서 Y(g, v)를 코어에 속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g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경우， 配分

規則 Y는 코어일관성을 충족시킨다. 

경기자중심의 네트워크 중핵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단조적 커버 F에 있어 연합 S에 초 

과적으로 분배된 보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e(y)는 각 양(y) == LiESYi - v(gs) 로 

S 득N(S"* 0) 에 대한 e~(y)를 모은 벡터로 정의한다. 모든 벡터 x， y에 대해 (i) X] > YI 이 

거나 (ii) k 2: 2가 존재하여 Xk 으 Yk이고 모든 mSk-1에 대해서 Xm==Ym이 성립하면 벡터 

x가 離典編훌훌式 順序 (lexicographic ordering) 에 의해 벡터 y보다 선호된다고 하며， 이를 

x >- lexY로 표현한다 

가치함수 f하에서 중핵을 tþM따(v)라고 두었을 때， Y 三 tþMκψ)는 Li Y;== ‘(gN) 인 모든 y' 

에 대해 eP(y) >-lexeP(y')되도록 하는 유일한 균형적인 배분규칙이다. 이로써 경기자중심의 

네트워크 중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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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yPN (g, v) == ^~\τT::- ø1VUC (v) 

V(g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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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 한편 네트워크 중핵 역시 링크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링크를 경기자 

로 보고 계산된 중핵을 øl←Nι(lì)라 하면， 링크중심의 네트워크 중핵은 

로 정의된다. 

LN / v(g) ~ 1 
yα(g， v)=7-rZ- ￠， c(i) 

V(gN) }:;2 TlJ 

例 9: 네트워크 中核 (Jackson(2005) ) 

例 7에서와 같이 경기자 집합과 가치함수 v1가 주어졌으며， 다만 1 :5: w :5: 3으로 제한하도 

록 한다. 이와 같은 가치함수하에서 마이어슨 밸류와 경기자중심의 가변네트워크 배분규 

칙은 코어일관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자중심의 네트워크 중핵을 계산해보면 
ÞIIJ. .w -1 w-1 

y rJV (g , v) == (~二， 1，~) 이며 이 배분은 例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어 내에 속 
2 

한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의 배분규칙을 소개하고， 그 계산법과 공리적인 특성 등을 

協調的 게임理論의 관접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경기자 집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만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경기자가 들어오거나 기존의 경기자가 이탈하는 동 경 

기자 집합에 변화가 있는 게임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경기자들끼리 

효용을 일대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移轉的 效用게임 (transferab1e utility game)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非移轉的 效用게임 (non-σansferable utility game)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게임을 정의하고 그 배분방식을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게암은 協商

(barg없ning)의 과정을 거치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동시에 보수도 결정되는 非協調的 게 

임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4)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면서 논문 

을 맺고자 한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Slikker and Nouweland(2001). Currarini and MorelIi (2αJO)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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