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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반 백스케터 통신의 악의적인 간섭 회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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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논문에서는백스케터통신에서악의적인간섭이존재할때, 게임이론을적용하여간섭으로부터회피하고통신의성능 최적화를

통한 성능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백스케터 통신을 원신호원을 반사하여, 백스케터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간섭에

취약하게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리더-펄로워관계인스텔켈베르그게임이론을적용하며, 라그랑지안승수방법을통해최적화를

수행한다. 또한, 네쉬 게임이론과 스텔켈베르그 두 가지 게임이론을 백스케터 통신에 적용하고 적용된 게임이론에 따른 백스케터

통신의 간섭 회피 성능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텔켈베르그 게임이론이 악의적인 간섭 회피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고, 백스케터의 통신 최적의 성능과 스텔켈베르그 게임 균형을 확인한다.

Key Words : backscatter communications, game theory, Stackelberg game, malicious interferer, lagrangian.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an interference avoidance scenario in the presence of a interferer which can rapidly observe the 
transmit power of backscatter communications and effectively interrupt backscatter signals. We consider a power control with 
a sub-channel allocation to avoid interference attacks and a power-splitting ratio for backscattering and RF energy harvesting 
in sensors. We formulate the problem based on a Stackelberg game theory and compute the optimal transmit power, 
power-splitting ratio, and sub-channel allocation parameter to maximize a utility function against the interferer. We propose 
the utility maximization using Lagrangian dual decomposition for the backscatter communications and the  interferer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Stackelberg equilibrium.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s effectively maximize the 
utility, compared to that of the algorithm based on the Nash game, so as to overcome a malicious interference in backscatter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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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IoT(Internet of Everything)에 배터리없이 통신이

가능한 백스케터 통신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1-2].

백스케터 통신은 외부 신호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부회로를동작하고신호를반사하여통신을수행한다. 그

러나백스케터통신은신호를반사하여통신하기때문에신

호강도가낮으며간섭에취약하다. 따라서, 백스케터통신에

서악의적이고지능적인간섭이존재할때를가정하고, 게임

이론을적용하여간섭을회피할수있는상호작용을고려한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시스템 모델에 적용한 게임 이론은 스텔켈베르그 게임이

론을 적용하였다 [3]. 내쉬 게임이론은두명이상의플레이

어가 참여하는 비협조적 게임의 개념이며 플레이어들은 자

신의 전략을 변경하지 않고 최대의 효율을 얻는 것이다. 그

러나내쉬게임이론은논문에서간섭문제에대한최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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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아니다. 논문에적용한스텔켈베르그게임이론은리더-

추종자게임이며, 추종자는리더의현재전략을파악하고먼

저조치를취한다. 그 다음, 리더도 추종자의전략을파악하

여최적의효율을얻기위해조치를취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간섭원에 대처에 적합한 스

텔켈베르그 게임 모델이 계층적 구조로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종자인 악의적인 간섭원은 백스케터 통

신의 신호유무와 신호세기를 관찰하고 최상의 전송 전략을

통해그유용성을최대화하며, 리더인백스케터통신은추종

자의행동을파악하고, 센서에대한최적의 RF 에너지흡수

와 통신을 위한 전력 분할 비 (power-splitting ratio) 및 간

섭회피가 힘들시 다른채널로 이동할수 있도록서브 채널

할당을고려한전력제어를통해최적의송신전략을제공한

다. 대조적으로, 악의적인간섭원의유틸리티는백스케터통

신을 잘 간섭 하는지를 측정하도록 설정된다.

마지막으로, 추종자의최선의대응전략에따라리더의최

적전략을통해최대화된유틸리티에의해유도된스텔켈베

르그 평형을 확인한다.

이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Ⅱ장에서는시스템

모델과, Ⅲ 장에서 게임이론에 따른 플레이어들의 최적화를

공식화한다. Ⅳ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Ⅴ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그림 1과 같이 백스케터 테그는 송신기로부터의 송신된

신호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의 데이터 신호를 수신

기로송신하기위해신호를반사시킨다. 백스케터통신은 N

= {1, ..., n} 태그의수와, 서브채널K = {1, ..., k}을 고려한다.

백스케터 태그에는 하나의 단일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시분할다중 액세스 (TDMA)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블록전송시간 T내에서작동하는전송프로토콜을고려하

고, 전력에너지 흡수를 위한전력 분할 비율을 (1-ρ)T로 표

시하고, 백스케터 통신을 ρT로 할당한다. 따라서 태그에서

수집된 에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2)

   은송신기에서송신되는신호의세기이며, 은

테그에서송신되는평균송신세기이다. 에너지흡수가지나

면백스케터태그는통신시간동안식(2) 만큼의송신세기

를 사용하여 자체 데이터를 ρT로 전송하기 위해 백스케터

통신을 수행한다. 는 에너지 흡수 계수이며, 은 송신기

와 테그와의 채널 게인이고, 은 테그와 수신기와의 채널

게인이다.

 
 

, (3)

 
 

. (4)

여기서, 는송수신기의안테나이득이고, 은테그안테

나의 이득이다. 
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파장이

며,  은 송신기와 테그 사이의 거리를  은 테그와

그림 1. 제안된 시스템 모델의 순서도.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1)-(4)을 통

해 SINR을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s는반사를위한효율계수이며, 는반사계수이다.

~CN (0, 
 )는순환대칭복소가우스잡음이다.  ∈

{0,1}은 k 번째서브채널을송신기에서태그에할당하는지

시자이고, 는 간섭원의 신호세기이다. 은 간섭원에서

백스케터 통신에 사이의 채널 게인이다.

 


. (6)

여기서, 는 간섭기의 안테나 이득이고,  는 간섭기로

부터송신된신호의파장이고, 는간섭기와백스케터테

그사이의거리이다. 만약, 가 보다크다고

한다면통신이된다는것을나타낸다. 는 BER(Bit

Error Rate)가  보다 클 때를 말한다 [4].

백스케터 통신과 간섭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스텔켈베르그게임 G = (Ν, Α, U)로 나타낸다. 여기서

N은 간섭원과 백스케터 통신을 수행하는 테그로 구성된 플

레이어 집합이고, A는 전략 세트, U는 유틸리티 세트이다.

(7)와 (8)의 다음 문제 P1과 P2는 각각 간섭원과 백스케터

테그의유틸리티를나타낸다. P1에서,  는 백스케터신호

의 SINR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섭원의 유틸리티이다. P2에

서 는 SINR을최대화하고동시에센서에충분한전력을

제공하는 백스캐터 테그의 유틸리티를 나타낸다. 두 플레이

어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P1) max∈










subject to:    ≺max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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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max ∈ 










subject to:

  








 ≥
  
 ≺max
 

 ≻











. (8)

여기서, m ax는간섭원에서낼수있는최대전력이며, 배
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호방출은 비효율적

이다. max는송신기의최대송신전력이고, 는
태그가 동작할 수있는 최소 입력 전력이다 [4]. 

는 백

스케터테그에부착되어있는센서의동작에필요한최소전

력이다 [2]. 벡스케터테그와간섭원의 단위전력당비용은

 라고 가정한다 [5].

Ⅲ. 스텔켈베르그 게임 모델 기반 백스케터 

통신 최적화

게임 G에서스텔켈베르크평형을유도하기위해간섭원

과백스케터통신을위한두플레이어의유틸리티최적화를

수행한다.

1. 간섭원의 최적의 전략에 따른 유틸리티 최적화

Theorem 1: 를 최대화하는 유일한 솔루션

세트 { }가 존재한다.

Proof: 헤시안 행렬 H(  )가 음의 값이면 P1은 완전히

오목하다 [10]. 헤시안행렬 H(  )는 다음과같이표현된다.

    

    의 2차 부분 미분은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이며, 헤시안행렬

H(  )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완전히 오목함을 알 수 있으

며, P1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1은 라그랑지안승수방법을사용하여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 함수를 적용한 라그랑지안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0)

여기서, 은 라그랑지안 계수이며, P1의 라그랑지안 문제

는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minmax (11)

Karush-Kuhn-Tucker(KKT) 조건 [7]을 사용하여 최적

값 
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12)

따라서, 식(12)를 통한최적값 
는다음과같이나타낸다.









 
 





. (13)

여기서,    max }은 워터필링알고리즘을통

해 나타내지며 식 (13)을 통해 최적값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라그랑지안계수 은다음과 gradient 방법을사용

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다.

   max 

.  (14)

는반복되는주기를나타내며, 은반복단계를통한

학습 속도와 같은 값이며 식 (14)와 같이 나타낸다.

2. 백스케터 테그의 최적의 전략에 따른 유틸리티 
최적화
논문 [6]에서 백스케터 통신은 주파수 대역을 이동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대역대가 간섭원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을때 간섭이적은 다른서브 채널로주파수 시프팅

을수행한다고가정한다. k 번째서브채널을할당하는지시

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i f ≻max∈  
  arg

 
. (15)

그 다음, 백스케터 테그는 간섭원에 대해 시프트된 서브

채널에 대한 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Theorem 2:  를 최대화하는 유일한 솔루

션 세트 {}가 존재한다.

Proof: 헤시안 행렬 H( )가 음의 값이면 P2은 완전히

오목하다. 헤시안 행렬 H(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6)

 의 2차 부분 미분은 다음과 같다.






 



  


 (17)  






 


 


 (18)



 


 

 


 (19)

헤시안 행렬 H( )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완전히 오목

함을 알 수 있으며, P2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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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2는 라그랑지안승수방법을사용하여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 함수를 적용한 라그랑지안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20)

여기서, 는라그랑지안 계수이며, P2의

라그랑지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min     max  
 

. (21)

Karush-Kuhn-Tucker(KKT) 조건을 사용하여 최적값


  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22)









. (23)

따라서, 식(12)를 통한 최적값 
  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낸다.


 









 
 

 





 (24)

 








 
 

 





. (25)

= 
 , =

  이다. 또

한, 라그랑지안 계수 은 gradient 방법

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다.

   
  


(26) 

    max 

 (27)

     



(28)

     

 (29)

     

 (30)



    
 


 (31)

는반복되는주기를나타내며,      

은반복 단계를통한학습속도와 같은값이며식 (26)-(31)

과 같이 나타낸다.

Ⅳ.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는 -18

[dBm], 
는 -22 [dBm], 는 10일 때,

     , 는 0.5, s는 1,    ,   이며,

max는최대 20 [dBm], max는최대 30 [dBm]의 세
기로 송신할수있다고가정한다. 서브채널의개수는 K=14

이며, 백스케터 테그는 2.4 [GHz] 대역에서 동작한다. FSK

변조를위한비트∈{0,1}에 해당하는백스케터신호의주파

수는 각각 중심 주파수에서 –125 [kHz]와 250 [kHz]이다.

테그와 송신기 사이의 거리는 5 [m]이고, 테그와 수신기 사

이의 거리 또한 5 [m]로 가정하였다. 간섭원과 테그 사이의

거리는 10 [m]이다.

그림 2. 전력 분할 비 ρ에 따른 최적의 백스케터 통신

의 유틸리티.

그림 3. 스텔켈베르그 기반 간섭원의 최적의 유틸리티

와 내쉬 기반 모델과의 비교.

그림 4. 스텔켈베르그 기반 백스케터 통신의 최적의 유

틸리티와 내쉬 기반 모델과의 비교.

그림 2는백스케터통신의최적유틸리티에대한전력분

할비 ρ를보여준다. 라그랑지안승수법을사용하여RF 에너

지수확을위해전력분할비 ρ를할당한다. 백스케터통신의

유용성은전력분할비 ρ가 0.45 일때최대화된유틸리티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백스케터 통신에서 RF 에너지 수확

을위해할당된전력의최적전력분배비를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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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제안된 간섭원의 최적의 유틸리티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Nash 게임을 기반으로한 결과와 비교 한 것

이다. 내쉬 게임은 계층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는

간섭원의 스텔켈베르기 기반의 결과가 내쉬 게임에 기반

한결과보다증가된유틸리티를나타냄을의미한다. 이는제

안된시스템모델이백스케터통신을효율적으로방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제안된 백스케터 통신의 최적의 유틸리티에 대

한시뮬레이션결과를보여주며간섭원의최상의반응전략

에 따라 이를 극복하는 백스케터 통신의 유틸리티를 보여

준다. 이알고리즘은내쉬게임을기반으로한결과보다훨

씬 향상된유틸리티를산출한다. 또한, 8 라운드에서수렴함

으로써제안된스텔켈베르그모델로부터스텔켈베르그평형

의 존재를 증명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백스케터 통신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간

섭원사이의상호작용에서악의적인간섭문제를공식화했다.

스텔켈베르그 게임을 기반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향상된

유틸리트를 통해 시스템 모델의 향상된 성능을 확인하였고

스텔켈베르그 평형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스텔켈베르그 게임 모델이 내

쉬게임을기반으로한게임모델보다향상된유틸리티를제

공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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