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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론의 수치적 연구

백승기
Integrated Science Laboratory, Department of Physics, Ume̊aUniversity, 901 87 Ume̊a, Sweden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수원 440-746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에서 게임이론은 주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거시적인 사회현

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최근 물리학, 특히 통계물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

한 게임이론의 모형들을 이용하여 복잡계로서의 사회를 수치적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사회물리학

(sociophysics)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이론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조합론적 복잡성을 몇 가지 단순화된 가정과 수치 계산의 도움을

통해 분석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한다. 먼저 죄수의 딜레마에서 각 참여자들의 기억력이 향상되었을

때 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여 ’영리한 맞대응 (Intelligent Tit-for-tat)’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다음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나가는 조정

게임의 경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규범에 따라 조직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조정이 방

해받는상황이있을수있음을수치계산을통해보인다.마지막으로소수자게임의한변형인역경매

게임에서의 균형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공식화할지와 그 계산 방법을 논한다.

Keywords: 게임 이론, 사회물리학, 죄수의 딜레마 게임, 맞대응 전략, 보행자 문제, 역경매 게임,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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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heoretic approach has been providing a powerful tool in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macroscopic social phenomena in social sciences, e.g.,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cently,

researchers in physics, especially in statistical physics, use these game-theoretic approaches but in

more quantitative way and have been producing a variety of interesting results in the new research

area called ’sociophysics’ by studying human society as a complex system. This work introduces

recent works that have tackled combinatorial complexities arising in game-theoretic studies with the

aid of simplified assumptions and numerical computations. We first show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prisoner’s dilemma game when each player’s memory capacity is enhanced and suggest that

the intelligent tit-for-tat strateg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n it is

numerically shown that there is a certain case of simultaneous coordination among many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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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system has a high risk of failure when everyone is willing to follow the coordination, which

is actually higher than when some are not concerned about it. Lastly, we discuss mathematical

treatment of an equilibrium solution for a reverse auction game, which is a variant of the minority

game, and its computational approach.

Keywords: game theory, sociophysics, prisoners dilemma game, tit-for-tat strategy, pedestrian problem, re-

verse auction game, equilibrium point

I. 서론

최근 사회물리학 (sociophysics)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하면서,물리학의다양한기법들을활용하여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이러

한 연구, 즉 복잡계로서의 인간사회에 대한 통계물리학

적인연구의일환으로서재난상황에처한사람들의거동

[2], 투표자 모형 [3], 주식시장을 기술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 [4], 교통호름 [5], 인간동역학 [6], 연결망구조위에

서의 게임 [7]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게임 이론은, 한

참여자가 얻는 댓가가 그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행위에 모두 연관되어 결정되는 상황에 대

한연구이다.예를들어하나의길을서로반대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두 명의 사람,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자.

둘이 우측통행이나 좌측통행 중 한 가지 규칙을 정함으

로써 특별히 신경 쓸 일 없이도 충돌 없이 오가기를 원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갑이 이 목적을 성취할지

여부는 갑 스스로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을의선택,좀더정확히말해을이갑과동일한선택을하

는지 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정

게임 (coordination game)의 상황이다. 그리고 우측통행

을할지좌측통행을할지처럼주어진상황들에서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 이것이 각 참여자의 전

략(strategy)이라고 불리운다. 물론 참여자들은 보다 나

은 댓가를 낳는 전략 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하

지만아까와마찬가지로서로가서로에게의존하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혼자고민해서자기전략을수정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통해 돌아오는 댓가는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

히려나빠질수도있다.예컨대위의조정게임에서갑과

을이 처음에 조정에 실패하고 충돌 때문에 고민을 하다

가 동시에 갑은 좌에서 우로, 을은 우에서 좌로 결정을

바꾼다면 상황은 나아질 리가 없다. 이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선의 행동 방향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간단

해보이는게임에서조차수많은경우의수로인해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지곤 한다. 우리는 그러한 몇 가지

∗Corresponding author:beomjun@skku.edu

게임에서 단순화된 가정과 수치 계산을 통해 몇 가지 새

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죄수의 딜레마게임에 참여자들의 기억력이 향상되었을

때 어떠한 전략이 성공적인지에 대한 연구 [8]를 소개하

고, 다음으로 보행규칙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공존하는경우의보행자흐름문제에대해다룬

다 [9]. 수 있음을 수치 계산을 통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게임의 한 변형인 역경매 게임에대한 연구결과

[10]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딜레마’라는이름은이게임이두명의죄수를

따로따로 회유하는 상황으로 비유되면서 붙여졌다. 간

단한 예를 들어보자.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갑과 을이라는

두사람이 있고, 만약 경찰의 조사를 통해 둘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정된다면 각각 4년씩 징역형을 받는다

고 하자. 또, 만약 갑과 을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경찰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찰은 이둘에게 경미한 처벌만을

줄수있다고하자.심문하는사람은둘을다른방에격리

해놓고서다음과같은제안을던진다. “만일다른공범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먼저 범행을 자백하면 당신은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저 쪽이 자백한다면 당신은 4년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갑은 을이 자백하면

자기는 4년형보다무거운처벌을받게되므로,자신도자

백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반대로 을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자백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당연히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즉, 을이 자백을 하던 침묵을 지

키던갑의입장에서는자백하는것이유리하다는것인데,

마찬가지로을의입장에서도갑의자백여하에관계없이

자신이 자백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것이 된다. 따

라서각자는스스로현명하게행동한다고생각하여둘다

자백하는상황이되는데,이경우는둘모두침묵하는상

황보다는무거운처벌 (4년형)을받게된다.즉,심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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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 합리적인 선

택이지만, 서로 침묵을 지키고 풀려나온다는 더 나은 길

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기묘한 일이 되는 것

이다. 하지만 만일 이 죄수들이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에서 배신을 당했던 사

람은 다음 기회에서 먼저 배신을 함으로써 앙갚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침묵을 고집함으로써 상대에게

어떤신호를보내려고할수도있다.즉침묵(공범에대한

협력, cooperation의 첫 글자인 C라고 칭한다)이냐 자백

(공범에대한배신, defection의첫글자인D로칭한다)이

냐가전부가아니라 ’요전회에서배신당했으면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자’처럼,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경우 “늘 배

신한다”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좋은 전략일지는 의심을

품어봄직하다. 실제로 무한히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에서는 협조하는 전략도 내쉬 균형점(Nash equilibrium,

어느 참여자도 굳이 전략을 수정할 이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을 이룰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모든 전략적 가

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

서 당장은 바로 직전의 게임 결과만을 가지고 이번 회

의 행동을 결정하는 전략들을 먼저 고려해보도록 하겠

다. 게임 결과란 (갑, 을)=(C,C), (C,D), (D,C), (D,D)

의 네 가지를 말한다. 그리고 직전의 게임 결과가 결정

되지 않았을 때, 즉 최초로 게임에 임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더해서 참여자는 총 5가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각각에대해 C를할지 D를할지가갈리므로한참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의 갯수는 25 = 32이다. 위의 5

가지경우에대해갑이취하는행동을상황의함수인 b라

고 한다면 갑의 전략은 다음처럼 적을 수 있을 것이다:

b0|b(C,C), b(C,D), b(D,C), b(D,D). 여기서 맨 앞의 b0

(= C 또는D)는두참여자가처음만나는경우에 C를택

할지 D를 택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이다. 예컨대 갑이 언

제나 C만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전략은 C|CCCC

라고 할 수 있다. C|CDDD는 한 번이라도 배신이 발생

하면 계속해서 앙갚음하는 ‘무자비 촉발(Grim Trigger,

GT)’ 전략이며 C|CDCD는 상대의 이전 행동을 따라하

므로 ’맞대응(Tit-for-tat, TFT)’ 전략이다. 마지막 예로

서 C|CDDC는 갑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고 (b(C,C) = C, b(D,C) =

D), 불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행동을 바꾼다는 의

미에서 (b(C,D) = D, b(D,D) = C), 다소 난해한 명칭

일 수 있지만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따와 ’파블로프

(Pavlov)’ 전략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분석을 좀더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 한 상황이 언제나 하나의 행동으로

만이어진다고가정하고확률적인선택,예컨대 90%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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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식 (1)을 수치적분한 결과

를 하고 10%로 D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전략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각 전략이 주는 댓가를 수치화하기 위해

갑은 상호 협력인 (C,C)에서 3점, 배신을 한 (C,D)에서

5점, 배신 당한 (D,C)에서 0점, 서로 배신한 (D,D)에서

는 1점을얻는다고하겠다.특정전략 i를택한사람들의

비율을 pi라고 해보자 (i = 1, · · · , 32). 사람들이 전략을

수정해가는 행동을 아주 간단화해서 기술하면, ’한 전략

은 그 댓가가 평균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폐기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선택된다’는 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제자 동역학(replicator dynamics, RD)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다음처럼 적을 수 있다.

dpi

dt
= (Ui − 〈U〉)pi. (1)

이때 Ui란물론전략 i를통해얻어진점수이고 〈U〉는

전체인구가얻는평균점수(
∑

j Ujpj)를의미한다.위 32

개 전략이 처음에 모두 같은 비율로 존재했다고 가정하

고 RD를 적용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Fig. 1). 여기

에서 가로축이 로그로 그려져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즉,

대부분의 전략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폐기되고 오직

4개의 전략, GT, TFT, Pavlov와 C|CDCC만이 살아남

는다. 사실 이 네 개는 C|CDXY 로 쓰고 XY의 4 가지

가능성 (X = C,D와 Y = C,D) 을 넣으면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이기도하다.그리고이공유된세개비트의의미

를새겨보면,그들이먼저배신하지않고,또배신당했을

때에는즉시보복할줄안다는것이다.이들은다른 28개

가 모두 소멸한 이후 서로 협조하면서 공존을 이루는데

이 때 XY에 존재하는 차이는 사실상 발현되지 못한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약간의 ’실수’, 즉 상대가 행한 바를

거꾸로 기억하는 사건이 어쩌다 한번씩 일어날 수 있다

고할때비로소드러난다.예컨대 2차원격자위에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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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가까운 이웃들과 반복적으로 죄수의 딜레

마 게임을 행한 다음 게임이 중단될 때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이웃의 전략을 따라간다고 해보자. 게임이

반복될 확률은 1 − q로 놓는다 (q ≪ 1). 아무런 실수가

없다면(e = 0)그결과는 RD에서본것과흡사하게많은

경우에 4개의전략이살아남는것이다.이것은다소운이

좋은 결과인데, 이처럼 낮은 차원의 동역학이 평균장만

을고려하는식 (1)과유사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만일

실수가 확률 0 < e ≪ 1로 아주 약간씩 발생할 경우에는,

긴 시간을 두고 이들 네개 전략 사이에 경합과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C|CDCC는 별로 큰

역할을못하는데반해, GT, TFT와 Pavlov사이에는순

환적 우위(cyclic dominance)가 존재해서 TFT는 GT를

밀어내고 Pavlov는 TFT를 밀어내고 다시 Pavlov는 GT

에의해침범된다.하지만 TFT가충분히우세해서GT를

완전히 밀어낸다면 Pavlov가 결국 전부를 차지한 채 끝

나게된다.어떤의미에서 GT는협력하는전략중에서도

실수를용서치않으므로가장무자비한것이고 Pavlov는

(D,D)에서도 C로갈길을열어놓으므로관대하다할수

있다. TFT는자신들끼리게임을하다가한쪽에서실수

가 일어날 경우 화해를 해보려 하지만 엇박자로 (C,D)

와 (D,C)만을오가면서실패한다는의미에서그중간쯤

이다.하지만 TFT는 GT라는관대한전략이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바로 직전만 기억하는 전략들 대신, 두 단계 앞의 게

임 결과까지 고려에 넣어서 행동을 결정하는 전략들을

비슷하게따져봐도협력하는전략들이살아남을지의문

을 품어볼 수 있다. 이 때에는 (CC,CC)부터 (DD,DD)

까지 16가지 게임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게임 결과를 특

정할 수 없는 최초의 상황에도 2개의 비트가 할당되기

때문에 총 218 = 262, 144개의 전략이 가능하다. 아마 32

개 중 28개가 빠르게 소멸한 앞서의 경우에서처럼 이 중

대부분은 긴 시간 지평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초기

에 걸러질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는 상당히 큰 숫자

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RD를 돌리는 대신에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좀더 간단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가정들은 이렇다. 먼저 대부분의 전략이 걸러지는 잠깐

동안에는 임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전략들의 비율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고 누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두 엇비슷한 확률로 주어질 것이다. 또 각 전략들이

아주 소규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최악의

결과를 주는 전략은 즉시 사라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그러면우리는식 (1)의미분방정식을적분하는대

신에, 최악의 점수를 주는 전략들을 지우고 그 전략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남은 전략들의 점수를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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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28×128의 2차원 격자 위에서 q = 0.05로 반복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얻어지는 특징적인 결과.
(a) e = 0, (b) e = 0.01.

일을 반복해도 된다. 첨언하자면, 이 작업은 앞서 32개

전략에 대해 시행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네개의 전

략만을 남겨둔다. 실제 이 작업을 218개 전략들에 대해

행한 결과 95%가 사라지고, 남은 것들은 먼저 배신하지

않는 것들뿐이다. 이것은 앞에서 직전 결과만을 기억하

게 했을 때와 일치한다. 하지만 남은 5%에는 Pavlov가

포함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실수 확률을 통해 관찰되는

긴 시간 척도에서의 동역학에서 선택되는 전략은 앞서

의 사뭇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남은 5%를 가지고

실수를 허용해서 격자 위에서 계산한 결과는 매우 흥미

롭다. 우리는 자주 관찰되는 전략들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했는데 첫번째는 우리가 ’효율적인 협력자(Efficient

Cooperator, EC)’라고 부르는 무리로서, Pavlov처럼 이

전략을 쓰는 사람들끼리 실수가 일어났을 때 매우 적은

손실만을 끼친 채 원래의 협력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

게끔 한다. 하지만 두번째 종류의 전략은 이 EC가 가진

관대함을반복적으로이용해이득을취한다.우리는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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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C, ET, 그리고 I-TFT에 속하는 대표적인 전략
을 하나씩 뽑아 32×32의 2차원 격자 위에서 실행시켰을
때의 비율 변화.

에 대응시키기 위해 다소의 어폐를 무릅쓰고 이들을 ’효

율적인 촉발(Efficient Trigger, ET)’ 전략이라고 불렀다.

관대한 EC 전략이 실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맞대응’을 통해 이런 요소들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

다. 즉 여기에서도 우리가 Intelligent Tit-for-tat(I-TFT)

이라고 부르는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전략의 구조 면에서도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TFT와 매

우유사하다.즉실수확률이낮다면대부분의시간동안

이전략은두단계앞을무시하고사실상 TFT처럼행동

한다. 하지만 배신이 일어났을 경우 이 전략은 두 단계

앞까지참조하면서행보를밟아나가고만일같은 I-TFT

끼리 실수를 한 것이라면 무사히 협력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은 EC보다는 약간 더 손실이 크지만 끝내 자력으

로 실수를 고치지 못하는 TFT에 비하면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그리고이렇게실수를고쳐나가는과정은 EC의

관대함처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I-TFT 전략을 계속해서 속여보려는 상대는 잠시 후

결국에 TFT, 즉철저한맞대응을마주하고있는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연속된 배신 시도는 응징 당한다.

이는 약간의 그래프 분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기

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I-TFT가 EC를

어떻게 돕는지는 Fig. 3에 나타내었다.

III. 통행 규칙의 조정

앞서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통행규칙의 조정 문제를

식 (1)을 통해 분석해보자. 갑과 을의 충돌 여부만을 따

진다면좌(L)와우(R)사이에는대칭이존재하므로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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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보행자의 모형

을이조정에성공했을경우,즉 (L,L)혹은 (R,R)에서는

갑과 을 모두 1점씩을 얻고 (R,L)이나 (L,R)로 실패한

경우에는 0점을 얻는다고 놓는다. 갑과 을이 pR로 R을

행하고 pL = 1 − pR로 L을 행한다면 식 (1)은

dpR

dt
= pR(1 − pR)(2pR − 1) (2)

이 되고 pR = 0, 1, 1/2이라는 세 개의 균형점을 얻는다.

여기에 약간의 요동을 주어 해의 안정성을 분석해보면

마지막 해인 pR = pL = 1/2, 즉 무작위로 좌우를 선

택하는 해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좌로든 우로든 약간의

쏠림만 도입된다면 그 방향으로의 통행 규칙이 들어설

것이라고식 (1)은예측한다.이예측이일반적으로옳은

것인지 체크하기 위해 다음처럼 길과 보행자를 모형화

해보자. 보행자는 사각 격자 위의 한 상자씩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한 상자에는 두 명 이상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다. 각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고유의 방향이 있

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는 그리로 한 발

전진한다. 하지만 만일 그 방향이 다른 보행자에 의해

가로막혀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린다. 첫째, 고유 방향을

바라보고좌우가모두열려있을때에는 q의확률로오른

쪽, 1 − q의 확률로는 왼쪽으로 회피 행동을 한다. 둘째,

좌우 중 한쪽만이 가로막혀있을 때에는 막혀있지 않은

방향을 택하고, 셋째로 좌우마저 봉쇄되어 있다면 그 자

리에서 기다린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간단화된 모형일

것이나약간더복잡한행동(대각선방향전진이나일보

후퇴)을 도입한다고 해도 정성적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좌우로뻗어있는길위에보행자들을임의로배치해보

자.이때길의좌우끝은순환적경계조건으로이어진다.

그리고보행자의절반은왼쪽을고유방향으로가지고나

머지 절반은 오른쪽을 고유방향으로 가진 채 나아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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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위 보행자 모형에서 관찰되는 정체 현상의 발생

한다. 그리고 각자의 고유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모두가

우측통행의 규칙을 따른다고 해보자(q = 1). 여러 명의

보행자를 모형 규칙에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 시간 간격 동안 어떤 순서로 보행자들을

움직여나갈 것인가이다. 모든 보행자들이 규칙을 만족

하게끔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번거로우므로 한

시간 간격마다 임의로 보행자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

서대로 규칙을 적용해 움직여나가는 것이 쉽다. 그러나

이경우소위데드록(dead-lock)이라는상황이일어날수

있다.이는길의한차선이모두가한방향으로움직이려

는 보행자들로 가득찼다고 했을 때조차 단지 순서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약간의 재귀 알고리듬을 이용해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행자들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업데이트해나가 보자. 모든 보행자들이 한

번씩 고려되었을 때 시간 t는 1만큼 증가한다. 보행자의

밀도가 충분히 낮다면 이들은 아무 충돌 없이 자유로운

흐름(free flow)을만들것이고,만일충분히높다면이들

은 정체(jamming)를 일으키면서 흐르지 못하게 될 것이

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정상상태

(steady state)이다.

따라서 보행자 밀도ρ의 함수로 흐름의 양 φ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밀도란 길을 구성하는 사각형 상자들 중

얼마의 비율이 보행자로 점유되어 있는가이고 흐름의

양이란 보행자 중 얼마의 비율이 자신의 고유방향으로

전진하는 데 성공하는지를 뜻한다. Figure 6은 특정 ρ

를 넘어설 때 평균 φ가 1에서 0으로 급속하게 감소함을

보여주며, 이런 전이가 일어날 때 정상상태에 다다르는

시간 τ가매우길어짐을가리킨다.덧붙이자면 φ가 1과 0

사이의 값일 때에도 하나 하나의 샘플은 대개 자유 흐름

혹은 정체 상태 중 하나로 귀착되며 둘 사이의 비율만이

변한다.

만일 보행자들의 일부가 규칙을 개의치 않는다고 해

보자.즉 ρp는 q=1로서규칙을따르지만나머지 ρ(1−p)

는 q=1/2로서 특별한 좌우 선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두 변수 (ρ, p)의 함수로 흐름의 양 φ를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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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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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τ
φ

Fig. 6. 수치계산 결과. 길의 크기는 X × Y = 50 × 200
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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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밀도와 규칙준수자의 비율로 흐름의 평균 양을
계산한 결과. 길의 크기는 (a) 50×200 (b) 100×400.

여기에서 밝을수록 흐름의 양이 많은 것이므로, 모두

가규칙을준수하는것(p = 1)보다약간의비율이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흐름을 가능케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p = 1에서 무작위의 배치부터 시작

한 후 잠시 뒤의 순간을 보여주는 다음의 그림 (Fig. 8)

을 통해 알 수 있다. 길의 가운데에 보행자들끼리의 뭉

침이 일어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양쪽으로 움직이는

보행자들이서로의오른쪽을찾아가다보니길의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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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y=400
x=100

x=1

Fig. 8. 100×400에서 ρ = 0.2, p = 1에서 계산. 처음의
무작위 배치 이후 t = 1000일 때.

부분의보행자밀도가높아져서혼잡이일어나고있음을

나타낸다.그리고이것이정체로발전할수있는것이다.

만일 약간의 사람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움직인다면 그

들이 이런 뭉침을 방해하고 흩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의 위험은 줄어든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첫째로 규칙 무시를 통

해정체가덜일어난다는이역설적인현상이 RD의예측

에서 벗어나는 반례라는 것이며, 둘째로 이는 무작위적

인 초기 조건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련된 것으

로과도적인현상(transient phenomenon)을관찰했을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죄수의 딜레마 부분에서 이미

RD의 결과가 저차원에서 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

는데, 지금의 경우에 이는 특히나 사실이다. 만일 훨씬

높은차원에서라면보행자들은길중간에서의충돌을쉽

게 피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IV. 역경매 게임

우리가 다룰 또 하나의 게임은 일종의 소수자 게임

이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기차의 앞부분에 타고 있는

것이 역 출구에 가깝다고 한다면 아마 앞부분에 먼저 타

고 있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제일앞칸에탄다면너무비좁아서아마그불

편이 약간의 편리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두번째 칸에 올라타는 것이 좀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더 단순화해서 n명의 사람이 1과 n

사이의 자연수를 고른다고 해보자. 이 게임에서 점수를

얻으려면 가장 낮은 숫자를 골라야하지만 그 숫자는 자

신만이고른것이어야한다.즉 1을두사람이상이뽑고

2를 한 명이 골랐으면 승자는 2를 고른 사람이 되어 1

점을 얻는 식이다. 우리는 전략의 개념을 숫자 1과 n 사

이에 걸친 확률분포라고, 즉 특정 숫자 i를 고를 확률 pi

의 집합이라고 한정지어 생각할 것이다. 물론
∑

pi = 1

이 만족된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 임하는 소위 ’좋은’ 전

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인데,이는대다수가이전략을택하고있을때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리해지게끔 하는 것이다. 이보다 조금

더약한개념은중립적으로안정한전략(neutrally stable

strategy)인데,이는다수가이전략을취하고있을때여

기서 벗어난들, 반드시 손해까지 보지는 않더라도 이익

볼 게 없다는 뜻이다. n = 3이 가장 간단한 경우이므로

이를먼저생각해보자.갑과을이특정전략 {pi}를취하

고 있을 때 세번째 사람인 병이 여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게끔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갑과을이만들어낼수

있는 상황은 총 9가지이며 각각에 대해 병은 {πi}의 전

략을가지고자신의이득을계산해낸다.먼저 (갑이고른

숫자, 을이 고른 숫자)=(1,1)인 경우, 이렇게 될 확률은

p2

1
이다. 그렇다면 병은 숫자 2나 3을 고름으로써 우승할

수 있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기대치는 이기게

될때받는점수가 1점이므로, π2 +π3이다.이렇게 9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보면 병이 기대할 수 있는 점수를 계

산할 수 있다. 이것이 πi에 무관해지게끔 pi를 조합하면

병은 자신의 전략을 통해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n

이 3보다약간만많아져도가능한조합의수가굉장히빠

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올바로 셈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다항식의 전개와

대수적 연산을 통해 경우의 수를 정확히 셈하는 것이다.

즉 위의 n = 3 예에서 Z0 = (p1 + p2 + p3)
2를 전개해서

얻어지는 9개의 항은 갑과 을이 만들어낼 수 있는 9개

경우의 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이 중 숫자 1을 한

명만이 선택한 경우는 무엇일까? 이는 위 9개 항 중 p1

의 차수가 1인 것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대수적으로

얻어내는 일은 쉽다. 즉 Z0를 p1으로 미분한 후 p1에 0

을 대입하면 그런 항만이 나타날 것이다. 거꾸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숫자 1이 우승 숫자가 아닌 경우

들이다.

Z1 = Z0 − [dZ0/dp1](p1 = 0) (3)

마찬가지의 논리로, 2 역시 우승 숫자에서 배제하려면

비슷한 연산을 Z1에 행하면 된다.

Z2 = Z1 − [dZ1/dp2](p2 = 0) (4)

한 발 더 나아가, 숫자 i − 1까지를 우승 숫자에서 배제

하고 i를 고른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Zi−1에 pi = 0

을 대입하면 된다.

ci = [Zi−1](pi =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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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역경매 게임의 균형 해.

그러면 병이 얻는 점수는 다음처럼 계산된다.

W =
∑

ciπi (6)

여기에서도역시
∑

πi = 1이므로 ci가 i에상관없이모두

상수로 주어진다고 하면 {πi}는 W의 계산에 아무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ci가 모두 상수라는 것은 n − 1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n − 1개의 방정식들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풀 수 있고 이로부터 균형을 이루는 점인 {pi}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지만 그렇게 얻어진

해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모두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면 (pi = πi) 이득을 최대화하는 해는 균일해,

즉 pi = 1/n이라는 점이다. 반면 모든 유한한 n에 대해

균형해는 균일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여

기에서도 일종의 딜레마, 즉 가장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개개인이자신의이윤을추구하다보면오히려그보다낮

은 점수들을 가지게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대수적 방법을 가지고도 실제로는 다항식

의 항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 방정

식을풀수있는것은 n = 12남짓에불과하다.근사적인

계산을 통해 약간 더 높은 숫자에 대해서도 해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좁은 지면에서 설명하기에 적합치 않다.

다만 단순히 서로 성공적인 전략을 복제하게 함으로써

위의 분석적인 답에 수치적으로 근접할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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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성공적인 전략을 복제하면서 게임을 수행함으
로써 얻어지는 결과. 검은 선은 분석적인 균형 해.

우리가 얻은 답은 n명 중 한 명이 나머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산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부서지기 쉬

운 지점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마지막 사람은 어떤 πi

를 써도 동일한 댓가를 받기 때문에 굳이 pi라는 전략을

정확히따를필요도없다.그런데이사람이일단 pi에서

벗어난다면 나머지 n− 1명 중 하나가 보았을 때에는 대

칭이 깨진 상황이 되고 이는 위의 해 전체를 의문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행한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동역학을 가

정하기만한다면전체적인해는분석적인결과에서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머무른다는 사실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게임 이론의 수치적인 응용의 예로서

죄수의딜레마게임,보행자의통행,그리고역경매게임

에 대해 소개하였다. 소개된 주제이외에도 투표자 게임,

포식자-피식자 게임, 전염병의 확산 문제, 도로위에서의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 경제물리의 다양한 행위자 모

형등, 다양한 주제의 게임이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 즉, 사회현

상을기술하는게임이론의모형을정립하고이를통계물

리학의테두리에서이해하고자하는시도는지금까지의

짧지만 성공적인 적용예들을 볼때 앞으로도 점점 더 물

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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