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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的 情報와 훌繼的 情報

金 훌늪 
CI 九

본논문은， 주인-대리인의 논리 구도속에서， 동질의 정보를상이한시점에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들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고는 주인이 사전적 정보 체계하에 

서 정보를 접한 후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인은 항상 사후 

적 정보 체계를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 선호함을 보여준다. 

1 . 導 入

道德的 解5也 問題(moral hazard problem)는 지난 20년 간 정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대리인의 행동을 주인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의 행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 계약을 고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과 불완전하게나마 연관되어 있는 몇몇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 

인이 그러한 변수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 계약을 고안할 수 있다. 이 때 그러한 변수들을 생성해내는 체계를 바로 情報 體系라 

한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1)가 단지 정보 체계가 주어졌다고 가정한 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적 유언 계약의 특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대리인 모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러한 유인 계약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정보 체계의 효율성에 대 

한 논문은 극히 소수이다. 예를 들어 Holmstrom( 1979) 과 Shavell (1979) 논문의 

informativeness criterion은， 두 개의 무료 정보 체계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가 대리인의 의사 

결정에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주인은 항상 그 정보 체계를 선호함을 밝 

혔다. 이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informativeness)는 충분통계량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 Gjesdal(982)과 Grossman and H짧(1983)은 情報 效率性이라는 Blackwell의 개념 

을 대리인 모형에 적용하였고， 두 개의 정보 체계가 Blackwell의 情報 充分 條件(Blackwell’ s

information su퍼ciency condition)을 만족한다면 효율성 에 의 하여 정 보 체 계의 순위를 부여 할 

(1) Ross (l973). Mirrlees(l974). Harris and Raviv(1979). Hohnstrom(1979. 1982) 그리고 Grossman 
and Hart(1983)을 참고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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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 Kim (1 995)은 Blackwell의 정보 충분 조건은 대리인 모형에서 정보 

체계의 순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임을 보이고 좀더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만약 어느 정보 체계의 우도비 분포(1ike파lood ratio distribution)가 다른 정보 

체계 우도비 분포의 평균보존퍼짐 (mean preserving spread)이라면， 대리인 모형에서 전자의 

정보 체계가 좀더 효율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논문들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체계들을 비교함으로써 

대리인 모형에서의 정보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정보의 효율성은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리인 모형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정보 체계의 효율성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본 

논문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공개되는 시점이 다른 정보 체계들을 비교함으로써 

정보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만약 대리인이 사전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만드는 확률변수가 있 

다고 하자. 아울러 사전적 정보 체계와 사후적 정보 체계. 두 가지 정보 체계가 존재한다고 

하자. 事後的 情報 體系는 대리인이 행동한 후에 주인과 대리인이 동시에 확률 변수를 관찰 

하게 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반면에 事前的 情報 體系는 주인은 대리언이 행동하기 전에 그 

확률 변수를 관찰하고， 대리인은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 확률 변수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 

를 의미한다 (2) 

먼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주인은 확률 변수에 관한 정보 

를 항상 밝혀야만 한다고 가정하자 (3) 그렇다면 주인은 설현된 확률 변수에 따라 대리인이 

좀더 나은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주인은 어떠한 실현 가능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대리인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 

는 유인계약올 설계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의 유인계약을 설계하 

는 것은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유인계약을 설계 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 

다. 그러므로 사전적 정보 체계와 사후적 정보 체계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2) 또는 주인이 정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만약 주인이 정보 서비스를 구 

매한다면(사전적 정보 체계) ,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주인은 정보 서비스로부터 확률 변 
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정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사후적 

정보 체계)， 대리인이 행동을 취한 후에 주인파 대리인이 동시에 통일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얻 

을수있다. 

(3) 이것은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제삼자(외부 감사인)에 의하여 사전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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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전적 정보 체계의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하게 되 

고 그럼으로써 주인은 분명하게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는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하게 됨을 

확인할수있다. 

두 번째로 좀 더 현실적으로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만이 확률 변수를 관찰한 뒤 주인 

이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주인이 확률 변수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리인이 알수 없다면， 주인은 확률 변수가 특정 구간에서 실현되었 

을 때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그냥 감추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인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 체계를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를 통해 주인이 선택적으 

로 정보를 공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대리인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면 비록 

주인이 확률 변수를 관찰한 후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주인의 균 

형 전략은 항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조차도 주인은 사전적 정 

보 체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들로는 Maskin 때d Tirole (1990 , 1992)과 Beaudry 

(1994) 등을 꼽을 수 있다. Maskin and Tirole (1990 , 1992)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영향을 미 

칠만한 공통적 혹은 개인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주인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된 최적 계약의 특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Maskin and Tirole (1990 , 1992)의 

논문은 대리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Beaudrγ (1994)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결정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사적 정보를 주인이 가지 

고 있을 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Beaudry는 주인의 신호에 기초하 

여 최적 계약 설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정보가 다른 시기에 

제공되는 상이한 정보 체계 사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려된 바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세우게 된다.3장에 

서는 사후적 정보 체계가 채택될 때 최적 계약의 특정들을 살펴보고 그 때의 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전적 정보 체계가 채택될 때 최적 계약의 

특징과 그 때의 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한 후， 사전적 정보 체계와 사후적 정보 체계， 두 

정보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한다.5장은 결론을 요약하고 부록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된 병 

제와 보조 정리의 증명을 제시한다. 

2. 基本 模型

여기서는 위험 기피적 대리인이 a E [0，∞)라고 표현되는 노력을 기울여 위험 중립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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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위해 일하는 1기간 주인-대리인 모형을 고려한다. 성과물 X E [J:，쳐 (4)는 대리언의 노력 

뿐 아니 라 自然狀況(the s없te of nature) , 어1 의 해서도 영 향을 받으며 (즉 x=X(a, 6)) , 기 말에 

공개된다. 생산함수 X(a， 6)는 가산적으로 분리 가능하다(additively separable)고 하자. 그럼 

으로써 일반성의 상실없이 생산함수 X(a, 6)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1) X(a， 6)=a+ θ 

8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대리인의 노력 a가 주어졌을 때 성과물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la) 

라고 표현하고 이 함수는 a에 대해서 두 번 미분가능하다고 가정하자 (5) x가 실현된 뒤에 

주인은 금전적인 보상 S를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대리인 역시 가산적으로 분리 가능한 효용 

함수를 가지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2) U(s, t, a) = U(S + t) - v(띠， 

이 때 u( .)는 u'>Ü ， u"<ü으로， 대리인의 부에 대한 효용을 의미하고， v(-)는， v'>Ü ， v"< 

。이며 ， a라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용을 의미한다. 위의 등식에서 t E [1., ï]는 

부차적인 이득， 승진， 복지혜택， 작업환경 등등의 대리인이 주인에게서 받는 非金錢的인 利

得을 포괄한다. 여기서 비금전적 이득은 확률적으로 주어지며 주인과 대리인이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므로 주인과 대리인은 임금 계약을 맺 

을 당시에는 실제의 t값을 알 수 없다. 

그러나 1기간이 시작할 때 주인은 t와 관련하여 사전적 정보 체계와 사후적 정보 체계의 

두 가지 상이한 정보 체계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사후적 정보 체계 하에서는 주인이나 

대리인 모두 대리인이 노력 수준 a를 선택한 후에 t의 실제치를 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사 

전적 정보 체계하에서는 대리언이 노력수준 a를 선택하기 전에 주인은 이미 t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대리인은 노력수준 a를 선택한 후에야 t를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인이 어떤 

정보 체계를 선택하였는지는 대리인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제기되는 관심 사항은， 주언이 어떠한 정보 체계를 채택할 것인가? 혹은 주인이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또 만약 주인이 

(4)J:는 음의 무한대가 될 수 있고 i는 양의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다. 

(5) (2. 1)로부터 f(xla)가 전형적인 MLRP(Monotone Like버1∞d Ratio Property) 조건을 만족시컴을 쉽 
게 보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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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대리인이 노력수준 a를 결정하기 전에 t를 관찰했을 때， 주인 

은 그것을 공개해야 하는가 아닌가? 등으로 압축된다. 

3. 事後的 情報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는 주인과 대리인 모두 1기 말에 정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 

리인의 비금전적 이득 t는 계약상의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대리인의 임금 계약 S는 X와 

t에 의존하므로 S는 S = S(x, t)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t는 대리인이 노력 수준 a를 선택한 

후에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 S(x, t)를 통해서 유도되는 대리안의 노력 수준 a는 t가 다르 

게 실현되더라도 항상 일정하여야 한다. 이상을 고려하면 주인의 효용극대화문제는 다음과 

같다. 

M따 sw=f)xμ - s(x, t)]f(xla)h(t)dxdt 

a, s(x, t) + 짜t u(s때 + ￦la)h(t)d띠't-v(띠] 
s.t. 

(i) a E a멍max f)x U(S(X, t) + t)f(xla')h(t뼈'(- 이a’)， 냥 d 

(ii) s(x, t) ;::: k, 닝 (x, t), 

이 때 h(t)는 t의 확률밀도함수이며 λ는 결합 극대화Uoint m없imization)에서의 대리인 효용 

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위의 문제에서 주인은， 대리인이 주어진 계약하에서 대리인 자 

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을 선태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른 주인과 대리인의 총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6) 첫 번째 제약조건은 대리인의 유인에 관한 제약으로， 이 

것은 t가 실현되기 전에 대리언이 자신의 노력을 최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제약식은 대리인의 有限 責任(lirnited liability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인이 적어도 대 

려인의 생존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 k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자세히 언 

급하겠지만， 대리인에 대한 유한 책임 제약이 이 논문의 분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계도 접근(the first-order approach) 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위의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7) 

(6) 이 문제는 대리인이 자신이 받을 유보 효용을 최적화한다는 제약하에서 주인이 주인 자신의 효 
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7) Grossman 뻐dH빠(1983)과 Rogerson (1 985)는 신호 공간(signal space) 이 1차원일 때 MLR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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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따 sw三Mxμ -S(x, 배(xla)h(t)뼈t 

a, s(x, t) + λd)x u(s(x씨 + t)f(xla)h(t)dxdt - v(a)] 

S.t. 

(i) Mx u(s(x, t) + t)fþla)h(t)dxdt- v'(a) = 0, 

(ii) s(x, t) 2 k, V (x, t), 

이 때 1a는 a에 대한f의 1계도 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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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SO(x, t))를 위 문제의 최적해라고 하자. 위 문제의 오일러 방정식을 풀면， 최적 계약 

SO(x, t)가 유보 임금 수준 k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같는 경우(즉 sD(x, t) 2 k)에는 다음의 식 

(3. 1)을 만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적 계약 SO(x, t)가 항상 k(즉 SO(x, t) = k) 임을 
알수있다. 

(3 .1) 1 = λ + μ0 일laO) == z(xlaO
) , 

u'(~(χ， t) +t) . f 

위의 방정식에서 μO는 대리인의 유인 제약식의 최적화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한다. 식 

(3. 1)로부터 다음의 식 (3.2)를 얻을 수 있다. 

ru'-l(찌7)l-t， 표 U'-l[꾀해 -t2k 
(3 .2) ~(x， t) = 1 

l k otherwise, 

나아가 식 (3.2)를 통해 다음의 보조정리가 도출된다. 

補助定理 1 : 만약 주어진 t에 대하여 U'-l [펴ao)l- t> k이변 . SO(x, t + d) = ~(x， t) - d이고 동 

시에 

CDFC (Convexity of 1he Distribution Function Condition) 가 1 계 도 접 근법 에 대 한 충분 조건임 을 밝 

혔다. Jewitt (1988)은 1계도 접근의 유효성에 대한 좀 더 완화된 제약 조건을 찾았는데 이것은 대 
리인의 위험 선호 경향과 신호의 분포 함수 모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많은 분포 함수들이 자신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다. 최근에 Sinclair-Desgagne ( 1994 ) 

는 다차원으로 일반화된 MLRP와 CDFC가， 신호 공간이 다차원일 때 l계도 접근의 유효성에 대 

한 충분 조건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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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tu(SO(x, t) + t}fþl뼈 =0 

가 성립하며 이때 d는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한편 만약 주어진 t에 대하여 U'-I [꽤꾀 -t<ko] 면， 

품 tu(SO(x, t) + t)fa(xlaO)값 <0 

이 성립한다. 

〈그림 1)은 補助定理 1을 설명하고 있다.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는 앞선 극대화 문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리인은 비금전적 이득 t를 고려한 기대효용에 근거해서 자신의 노력 수준 

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t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특정 노력 수준을 선태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주인은 임금 계약 s(x, t)를 설계할 때 각기 다르게 실현되는 t값에 대하여 실현 

될 때 어떻게 유언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tu(s(x, t) + t)fþla)dx이 s(x, t)를 통 

해서 t에 귀착되는 유인의 양을 의미한다. 식 (3.2)에서 나타난 것처럼 만약 모든 t에 대하여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최적 임금 계약 SO(x, t)에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 

SO(x, t) ~ U'-l [-파두]-1 

k ~-----~ 
/ 

/ 

x 

/ 

/ 

/ 

/ 

x x 

〈그림 1 > 

(8) sO(x, t)가 x에 대한 증가함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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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즉 U'-I[넓ao)l- t> k라면 (8) 주인은 벼 변화에 대응해서 임금 계약을 단순히 위아래로 

이 동시 킴 으로써 (즉 임 의 의 x에 대 하여 u(SO(x, tO) + tO) = u(sD(x, t1) + t1 )으로 만듬으로써 ) t주변 

에 동일한 유인의 양을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은 t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이것은 최적의 위험배분 관점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만약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특정한 (x, t)에서 최적 임금 계약 SO(x, t)에 제약으 

로 작용한다면， 즉 uι1[펴-;;;;)l-t<k이라면， 주인은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의 조건 때문에 

그러한 임금 계약을 설계할 수 없다 실제로 補助定理 1은 t가 uι1 [넓-;;;;)1- t> k(즉 〈그림 1) 

에서 l~ t~ to)을 만족하면， 주인은 대리인의 임금 수준을 위아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런 t값 

들에 걸쳐 동일한 양의 유인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까 uι1 [꾀꾀 -t<k을 만족하면(즉 

〈그림 1)에서 to~t~ t). 주인은 대리인의 임금을 위아래로 이동할 수 없으며 높은 t에 대해 

서 더 낮은 수준의 유인을 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s가 덜 요구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 

실 높은 t가 주인에게 더 좋다. 그러나 높은 t는 유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주인에게 더 높 

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t가 높아질수록， 통일한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 대리인 

의 유한 책임 제약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t가 어떤 값으로 실현되더라도 통일한 

유인을 배분하는 것은，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위험 분담 

이지만， 더 높은 t에 대하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대리인이 최적의 노력인 

aO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인은 높은 t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유인을 제공함으로 

써 효율적인 위험 분담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최적이다.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3) 

이때 

(3 .4) 

SW 0 == t SW O(t)h(t)dt, 

SWO(t) 달[x _ SO(x, t)lf(.쳐a O)따 

+ 찌xu(SO(x， t) + tγ(xlaO)lÚ- v(aO)] 

=aO_ λ，v(a O) _ CO(t) 

즉 SWO(t)는 t가 실제로 실현될 때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최적화된 결합 편익을 의미한 

다. 위의 방정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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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t) == fþO(x, t) - Ãu(SO(x, t) + t)]f(xlaO)dx 

즉 CO(t)는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대리인이 aO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t에 배분된 대 

리 비용을나타낸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을 가정하자. 

假定 1 : 따르 {sls는 k의 근방}이라 할 때， 임의의 t에 대하여 u'(마 + t) > 11λ가 성립한다. 

假定 1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가정은 아니다. 假定 1은 t에 관계없이 대 

리인의 임금이 생존수준으로접근할때 대리인의 한계효용은특정 값이상이 됨을나타낸다. 

그러므로 때리인이 받을 수 있는 비금전적인 이득의 범위는 임금의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작 

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대리인의 임금이 대리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補助定理 2: 假定 1-3이 맞다면 주어진 t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dSWO(t) dCO(t) .. .. " 1 
---=- 1 표Uι1 [꾀aO) 1 - t > k, and 

dt 

dSWO(t) dCO(t) 
----= > 1 otherwise. 

dt dt 

補助定理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은 uι1 [옮꾀 -t>k를 만족하는 t가 SO(x, t+ d) =없 

t) - d.가 되도록 대리인의 임금 계약을 설계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주어진 t근방에서는 

주인은 각각의 t값이 실현되는 주변으로 동일한 양의 유언을 배분할 수 있다(즉 u(s(x, t) + t) 

가 t와 무관하다.) . 그리고 t로부터 오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t의 변화에 따른 

결합 편익의 변화， 즉 쁘쩔뜨는 임금 계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므 
로 식 (3.4)와 (3.5)로부터 다음 식을 얻는다. 

dSWO(t) dco(t) i t:fsO(x, t) 
=- =- J -‘-~ -{때aO)따 =1. 

dt dt ‘ x dt 

그러나 년[꾀해 -t<k라면 주인은 대리인의 임금을 아래로 이동시킬 수 없다 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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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리 

인이 기대를 바탕으로 aO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적 임금 계약은 높은 t에 대해 

서 낮은 유인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높은 t에 대해서 더 낮은 유인 비용이 

배분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t가 증가할 때， 최적화된 결합 편익은 t에 대해서 동 

일한 유언을 주는 경우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SWO(t) dCO(t) 
- >1 

dt dt 

4. 事前的 情報

4.1. 主人의 義務的 情報 公開

이번 절에서는 먼저 대리인이 노력 수준 a를 선택하기 전에 주인이 t값을 관찰하되 t값에 

관계없이 이 정보를 항상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9) 여기서 1계도 접근 

이 유효하다고 가정한다면 대리인의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αx SW 프 f))x - s(x, t)]f(xla(t))h(t)뼈t 

a(t), s(x, t) + 샤 마 u(s(x끼 + 뺑la(t))따 - v(a(t))]h(t)dt 

s.t. 

(i) t u(s(x지 + t}fþla(t))따 - v'(a(t)) = 0, γ t, 

(iì) s(x, t) ;;.:: k, γ (x, t) , 

이전에 보았던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의 극대화 문제와 구별되는 위의 극대화 문제 특정 

은， 대리인의 유인 제약이 실현되는 모든 t를 만족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노력 수준 

선택이 t의 명백한 함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대리인이 t값을 알고 난 뒤에 노력 수준 

을결정하기 때문이다i 

(a*(t), s*(x， 이를 위의 극대화 문제의 최적해라고 하자. 위 문제의 오일러 방정식을 풀면， 

최적 임금 계약 s\x, t)이 k보다 작은 경우에 최적 계약은 s*(x, t) = k이 되고， 거의 모든 (x, t) 

에 대하여 최적 임금 계약이 k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의 식을 만족해야 한다. 

(9) 여기서 주인은 t를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리인이 1기말에 t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이것은 사전적 정보를 외부 감사인이 공개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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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느----= λ + μ*(t) 휴 (xla*(t)) 르 z*(x, tla*(t)), 
u'(s>(x, t) + t) 

위의 방정식에서 μ"(t)는 이 문제에서 t가 실현되었을 때 대리인의 유언 제약의 최적화된 라 

그랑지 승수이다. 

(4.1)로부터 다음 식을 직접 얻을 수 있다. 

r u'-l(꿇꽤파] - t if u'-l(-값파파] -t?k, 
(4.2) 앙(x， t) = 1 

l k otherwise, 

또한 (a*(t), s*(x, t))가 다음 극대화 문제의 해라고 하자. 

(AP) Mαx 

at, s/x) 
、

l
γ

a 이
 

따
 

、

J
ι

a 

「X

J
μ
 

JI
‘ 

/
，
，
、

샤
 야
 

치
 
+ 

씨V
 
“
μ
7
 

[ 

( 

YA 

C
냐
 

새
 
띠
 

-
·
l
!
π
 

μ
 
자
 

「

|
π
+ 

---Wt 

s.t. 

(i) t u(sμ)+t)fþlat)따 -v'(at) =0, 

(ii) s/x) ? k, \j x. 

위의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이 임금 계약을 맺기 이전에 주인과 대리인이 t를 관찰했을 때， 

주인의 극대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s(x, t)를 설계하여 원래 극대화 

문제의 SW를 극대화하는 것은 위의 극대화 문제에서 모든 t마다 SWt를 극대화하는 sþ)를 

설계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의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3) SW* 프 J껴W*(t)h(t)dt， 

이때 

(4.4) 

SW*(t) 르 Lμ -s*(x, t)]f(x따'))dx 

+Â[J씩(s*(x， t) + t)f(xla*(t))dx- v(a개)] 

= a*{t)- λv(a*(t)) -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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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가 실현되었을 때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의 결합 편익을 나타낸다. 방정식 (4.4)에서 

(4.5) C*(t) 달[s*(x， t)-μ(s*(x， t) + t)lf(xla*(t))dx 

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t가 실현되었을 때 , a*{t)를 유도하는 대리 비용을 의미한다. 

補助定理 3: 만약 uι1 [꿇굶파] -t>k라면 매우 작은 숫자 d에 대하여 ， a*(t+ 찌 =a*(씨 
고 s*(x, t+ 이 = s*(x, t)-d이다. 

補助定理 3에서는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s*(x, t)에서 제약식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면 다시 말해 ， uι1 [잖꾀파] -t> k면， 주인은 t의 변화에 따라서 임금 계약을 아래 위로 변 
화시켜서 임금 계약을 다시 설계한다. 즉 s*{t, t + d) = s*(x, t) - d이다. 이렇게 하여 주인은 t로 

부터 오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최적의 위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 

이 다. 그러 므로 a*(t+ 껴 = a*{t)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모든 t에 대해 s*(x, t)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다시 말 

해 uιl[잖꾀헤] -t<k라면 임금 계약을 설계할 때 t로부터 오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s*{x, t + d) =F- s*(x, t) - d이고 a*(t+ 씨 =F- a*(t)이다. 

補助定理 4: 만약 U'-l[짧끓하] -t> k이 면 U'-l[펴aO)J -Ï> k이 고 a*(t) = aOo] 고 s*(x, t) = 

~(x， t)이다. 

補助定理 3에서 도출하였듯이， 만약 사전적 정보 체계하에서 최적 임금 계약 s*(x, t)를 설 

계할 때 모든 t에 대하여 대리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면， 그 때 최적 계약은 t E [1.， 1]의 변화에 따라 단지 아래 위로만 움직이게 될 것이다. 補助

定理 4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인의 최적화 문제는 사후적 정보 체 

계하에서 주인의 최적화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과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최적 계약을 설계 

할 때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은 모든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는점이다. 

補助定理 5: 주어진 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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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U'-l[삶짧] -t>k이 성립한다면 뀔*(L=l 

만약 u'-I[삶짧] -t<k이 성립한다면 혈*(L<l， 

13 

이 결과는 補助定理 2에서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다. 補助定理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uι1 [꿇펴빠] -t>k을 만족하는 t에 대해서， s땅， t+ φ = s*(x, t)-d임을 얻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쁘떻!L_= 1이다 그러나 U'-l[끊눴)l-t<k인 t에서는 s*(x, t + d) i:- s*(x, t) - dO 1 고 

그결과쁘떻!L_< 1 이다 

후자의 경우를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매우작은숫자 d에 대하여 ， t가 tO+d에서 tO로감 

소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tO가 실현되었을 때 주인이 s *(x, tO + d) + d 대신 s(x, tO)를 설계한 

다고 가정하자. (10) s(x, tO)는 s*(x, t O)에서 d만큼 위로 변동한 것이기 때문에 u딩(x， tO) + tO) = 

u(s*(x, tO + d) + tO + d)이고 ， tO가 실현될 때 s(x, tO) 계약하에서는 대리인이 â(tO) = a*(tO + d)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결합 편익 sW(tO)는 SW*(tO +d)보다 정확하 

게 d만큼작아진다. 즉 

이다. 

sW(tO) 르 â(tO) - λ.v(â(tD)) - f)s(x, tO) - μ(s(x， tO) + tO)lf(xlâ(tO))dx 

=a*(tO+ d)- λ.v(a*(tO + d)) 

- f)s*(x, tO + φ + d - ílu(s*(x, tO + 찌 +tO+ 찌lf(xla*(tO + 따)dx 

= SW*(tO + d) - d. 

그러나 tO가 실현되었을 때， δ(tO)를 유도하는 것이 최적은 아니다. tO가 실현되었을 때 사 

전적 정보 체계에서의 최적 결합 편익 SW*(tO)는 sW(tO)보다 커야하고 이로부터 다음을 얻 

는다. 

SW*(tO + d) - SW*(tO) < d. 

(10) 주인이 s(x, (0)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s(x, (0)는 s*(x, (0 + d)에서 단순히 위로 
변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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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의 결합 편익과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의 결합 편익을 비교 

해보자. 우선 다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假定 2: v"'(a) > O. 

假定 2는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한계비효용이 체증함을 뜻한다. 즉， 대리인이 노력에 대 

한 비효용함수 v(a)가 매우 볼록함을 의미한다. 

命題 1 : 假定 2가 성립할 때 사전적 정보 체계 하에서 주인이 항상 t를 공개해야 한다면， 

Swo=sw' if uι1[펴-;;O)l - Ï> k, 

이고그렇지 않으면， 

SWO>SW" 

이다. 

命題 1은 주인이 사전적 정보를 항상 공개해야만 하고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사후적 

정보 체계 하에서 모든 (x, t)에 대해 제약식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즉 uι'[펴-;;o)l-7 
"?:.k라면，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나 사후적 정보 체계에 대해서 무차별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어떤 (x, t)에 대해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면， 즉 U'-l [펴떠 -t< k라면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는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한 

다 또는 대리인이 행동을 선택한 후에 t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다 

만약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SO(x, η를 설계할 때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모든 (x,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도 SO(x, t)와 동 

일한 임금 계약을 설계한다. 이것은 補助定理 1에서 본 것처럼 SO(x, t)가 u(SO(x， η + t)를 t와 

무관하게 만들고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도 모든 t에 대해 aO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補

助定理 4에서처럼 U'-l [꾀-;;O)l - t> k라면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나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나 

극대화 문제는 a*(t) = a。이고 S'(x, t) = SO(x, t)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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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sw*=SWO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약 U'-l넓해 -t> k라면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의 주인은 SO(x, t)와 동일한 임금 

계약을 설계할 수 없다. SO(x, t)를 통해서 t에 대하여 독립적인 u(sD(x, t) + t)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O(x, t)는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는 모든 t에 대해 aO를 유도할 수 없 

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 경우 SO(x, t)와 다른 s*(x, t)를 설계해야 하고 그렇다면 sw* <SWO가 

된다 

직관적으로 대리인이 노력을 결정하기 전에 주인이 t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다면， 

실현되는 t에 따라 대리인이 좀 더 낳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현되는 모든 t에 대해서 대리인의 유언 제약을 만족하는 임금 계약을 주인이 설계해야 한 

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기대만을 바탕으로 한 유인 제약을 만족하는 임금 

계약을 설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므로 주인이 사전적으로 정보를 관찰하는 것과 사 

후적으로 정보를 관찰하는 것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命題 1은 후자의 영향이 전 

자의 영향을 압도한다는 것을 지적한다(U'-l [펴;;O)l -t> k일 때에는 그 정도가 덜하다 ) 

am 프 fta *(t)h(t)dt라고 하자 이 때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의 am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a*{t) 

이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기대 산출을 가져온다. 반면에 am만큼 노력하는 것은 a*(t)만큼 노 

력하는 것보다 더 작은 기대비효용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v(')가 볼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록의 증명에서 언급해 놓은 것처럼，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am을 유도하는 것이 사전적 정 

보 체계에서 a*(t)를 유도하는 것보다 더 적은 대리 비용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전적 정보 체 

계에서 모든 t에 대해 대리인의 유인 제약을 만족시켜 a*(t)를 유도하는 것이 사후적 정보 체 

계에서 기대 효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am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αm를 유도하는 것이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a*(t)를 유도하는 것보 

다 더 좋다 즉 sw*<swm이다 그러나 uι1 [펴꾀 t<k일 때 αm을 유도하는 것이 사후적 

정보 체계 하에서 최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인 aO을 유도하는 것 

이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a*(t)를 유도하는 것보다 더 좋다. 결국 sw*<swm:::;;sw。이다. 

그렇다면 주인이 선택적으로 t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석을 확대하기 앞서 다음의 보 

조정리를 확인할 수 있다. 

補助定理 6:

SWO떠 =sw"(t) 표 u'-l(꾀;;O)l -t> ι 



-16- 經濟論集 第42卷 第1號

이고 

SWOω <sw.ω 표 uι1 [꾀-;;0)] -t< k 

만약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모든 (x, t)에 대해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 즉 U'-l[꾀해 -t "è. k라면 swo띠 =sw*ψ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x， 뻐서 SWO(t) < SW*(t)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補助定理 1에서처럼 U'-l [펴-;;O)l 

-t< k라면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 임금 계약 SO(x, t)는 낮은 t에 대해 더 많은 유인을 제 

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대리인은 t가 실현되기 전에 t에 대한 기대효용을 바탕으로 자신 

의 노력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t를 관찰한 후에 aO를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경우에 비하여， 대리인이 사후적 정보 체계 하에서 기대 효용만을 근거로 aO를 선택하도 

록 하는 경우에는 낮은 t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유인을， 그리고 높은 t에 대해서는 더 

적은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t=l가 실현될 때 aO를 유도하는 것이 최적이 아님에도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t 

=1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만약 u'-'[삶과t< k 

이라면，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t=l일 때의 결합 편익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t=l일 때의 

결합 편익보다 작아야 한다. 

우리의 분석이 좀 더 의미를 갖도록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자. 

假定 3: u'-l[꾀해 -t< k 

假定 3은 사후적 정보 체계하에서 최적 임금 계약을 설계할 때 대리인의 유한 책임 재약 

이 어떤 (x, t)에 대해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다음 명제는 命題 1, 補助定理 5, 6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命題 2: 假定 1-3이 맞다면 간 E (1， 1)가 존재하며 

빼
 

LL 

μ
L
 Lc 

κ
 = 
n 

?n 

xu 

표
 

、

n
/
0 ” 

w 
MW 

W 

< 

= 
>

i” 
“” 
”” 

이
[
 
아
‘
 
이t
 

w 
MW 

W 



事前的 情報와 事後的 情報

SW 

t 

〈그림 2> 

-
/ 

t c 

; SWO(t) 

!S앤t_(t) --c 

~ SW*(t) 

17 -

〈그림 2)는 命題 2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 럼 만약 t가 낮다면 즉 t S % 

라면 주인은 대리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반면 t가 

높다면 즉 t> tc라면 대리인이 행동 취한 후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t가 낮을수록 대 

리인의 s에 대한 한계효용 즉 u'(s + t)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가 낮을 때 대리인은 임금 

s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대리인에게 통기를 부여하기 위해 t를 사용하는 것 

이 기대값에 근거한 대리인에게 t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를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게 되며 그 역도성립한다. 

4.2. 主A으| 選擇的 情報 公開

이전 절에서는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이 대리언에게 t값에 관계없이 항상 t값을 공개 

해야만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命題 1). 그러나 이번 절에서는 주인이 사전적 정보 체계하에 

서 t의 실제 값을 관찰한 후 이 정보를 대리인에게 공개할지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사전적 정보 체계 

보다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다. 

먼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은 t값에 관계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 

리인이 믿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리인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떤 t값이 실현되었을 때 주 

인이 그것을 공개한다면 최적의 결합 편익은 식 (4.4)에서의 SW*(t)가 될 것이고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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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식 (3.2) 에서의 SWO(t)가 될 것이다. 주인이 t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은 t값이 

I와 f 사이의 어떠한 숫자일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 2)에서 본 것처럼， 대리 

인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주인은 t < tc일 때에는 t를 공개하고 t?:. tc일 때에는 t를 공개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의 공개 전략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 대리인은 주인이 

t를공개하지 않는다면 t가%보다크다고그의 믿음을수정할것이다. 

대리인의 수정된 믿음에 대하여 만약 주인이 t2%인 경우에조차 t값을 공개한다면 이 때 

의 최적의 결합 편익은 여전히 식 (4.4)에서의 SW*(t)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a*(t) , s*(x, 

t))가 최적해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적의 결합 편익은 주인의 공개 전략에 대한 대리인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t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리인의 믿음이 변화함에 따 

라 최적의 결합 펀익도 변화하게 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t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은 t가 tc보다 크다고 믿고， 실제로 

주인은 t가 깐보다 크면 값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t?:. tc일 때 주인 

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따 SWt학 프 ft~t)xμ -s(x, 뻐(xla)h(tlt 각)d띠t 
a， s때 + 짜t과 u(s(x, t) + 야(xla까(tlt 각)값:dt- v(a)] 

S ‘, t. 

(i) ttc t u(s(x, t) + 야þla)h(tlt 각)뼈't-v'(a) =0, 

(ii) s(x, t) ?:. k, γ (x, t?:. tC>, 

이 때 h(tlt?:. t)는 t2%일 때의 t의 조건부 확률 분포함수를 나타낸다. 

(a~~tc' s응t/x， t))를 위 문제의 최적해라고 하자. 그러면 다시 오일러 방정식을 풀어 냄으로 

써， 식 (4.6) 이 S응t/x， t)?:. k을 만족하는 해를 갖도록 하는 거의 모든 (x, t?:. t)에 대하여 S같% 

(x, t)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뚱%(x， 0=k임을 알 수 있다. 

(4.6) 
1 

u'(s~>t (x, t) + t) 
~ ...... ~C 

λ + μ?atc 훈 (xla샘 = Ztatc(xla양t) 

위의 방정식에서 μ?atc는 대리인의 유인 제약에 대한 최적화된 라그랑지 승수이다. 

t가 %보다 클 때 최적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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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w응tc(t) 관[x-s응싼+ 자tu(s잃(x， t) + t)f(xla센따 -v(a잃)] 

==a응tc λ，v(a응t)-~응tc(t) 

은간보다큰 t가실현되었을때 최적 결합편익을나타낸다. 위의 방정식에서 

(4.9) C낄tc(t) E Ix[S응t/x， t)- λu원tc@， ” + t)]f(x!갤t)따 

은 t가 tc보다 클 때 대리인이 a응%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t에 배분되는 대리 비용을 

의미한다. 

h(t) 대신에 h(tlt ~ t)으로 수정하고 나면 補助定理 1과 2 , 命題 1은 S싣(x， t)와 sw응Jn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 수정된 補助定理 1과 2, 命題 1은 다음과 같다. 

補助定理 1M: 만약 t 각일 때 U'-l[꾀많)1- t > k라면 매우 작은 숫자 d에 대하여 

S응%(x， t+ 찌 ==s응%(x，” -d이며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걷-fu(S깎， t) + t뺑la응t)따 =0, 
dt -- ’ 'C - ~-~(.: 

그리고 만약 t각일 때 uιI[깅파~)l 一 t>k라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부-JxU(S응tJx， t)+ 뺑a응t)따 <0 
dt 

補助定理 2M: 假定 I하에서 t~ tc라 주어지면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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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Wt~μt) dC，응t~(t) 
= '''' " = 1 표 U'-l [-;::::따'c )l-t>k, dt dt '/2/, =._，킥r 

dSW~， (t) dC ,o.." (t) 
‘=‘c..___=_ ‘=‘c_:_:____ > 1 otherwise. 

dt dt 

命題 1M:

SW,:, == L, sw *(싸(tlt :2: tJdt, 
.~‘C ‘~‘c 

라고 하자. 이 때 SW*(t)는 식 (4씨의 정의와 같다. 假定 2가 성립한다는 것으로부터， 만 

약 U'-l [꽤많)l- l> k이면 

SW응칸 SWt;tc 

이고， 그렇지 않으면 

Sw.~. > Sw.~. 
“-‘C ‘~‘C 

이다. 

補助定理 lM ， 2M과 命題 1M으로부터 다음 보조정리를 도출할 수 있다. 

補助定理 7: 命題 1-3이 성립한다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었다. 

uι1[갚파)l- l< k 

補助定理 7은 사전적 정보 체계하에서 최적 임금 계약 SO(x, t)를 설계할 때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어떤 (x,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면， 즉 假定 3이 성립한다 

면， t2%라는 대리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최적 계약을 설계할 때에도 유한 책임 제약은 여전 

히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事前的 情報와 事後的 情報 -21-

補助定理 8: 假定 1-3이 성립한다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SW응t/t) < SW*(t).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 t의 참값에 관계없이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이 항상 t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대리언이 믿고 있을 때 SWO(t) = SW*(t)이다. 그러나 補助定理 8에서 보 

았듯이 만약 t'? tc일 때만 주인이 t값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믿는다면， t'? tc이고 t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 최적의 결합 편익은 대리인의 원래 믿음에서의 최적 결합 편익보다 작 

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 2)에서처럼， 대리인의 믿음이 수정된다면 ç_ > tc일 때 ， t < t~인 한， 

주인은 t를 공개할 유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되풀이해 본다면 사전적 정보 체계 

에서 주인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대리인의 균형 믿음은 t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t=t'이고 주 

인의 균형 공개 전략은 항상 t를 공개하는 것이다 (11) 결과적으로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t를 

관찰하고 주인이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었다하더라도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보 

다는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명제로 요약된다. 

命題 3: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의 균형 공개 전략은 항상 t값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는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한다. 

5 結 論

이 논문의 목적은 주인-대리인 구조에서 동일한 성격의 정보가 주인에게 다른 시간에 전 

달될 때， 서로 다른 정보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 

인이 그가 가진 정보를 대리인에게 항상 공개해야 할 때에는 주인은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 

는 사후적 정보 체계를 선호한다.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은 실현되는 정보에 따라서 대 

리인이 좀더 낳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은 정보가 실현되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대리인의 유언 제약을 만족하는 유인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주인이 사 

(11) 이러한 결과는 기업(대리인)이 공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시에서는 대리인 측면에서의 감추어진 행동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업 

의 전략적 공개 전략에 대해서는 Grossman (1981), Milgrom (1981) , Ga1-0r(1985 , 1986)과 

Vives (1984 , 1990)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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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정보 체계에서 선택적으로 사전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더라도 주인의 균형 정보 공개 

전략은 대리인에게 항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되고 주인은 명백하게 사전적 정보 체계보다 

는 사후척 정보 체계를 선호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敎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 (02)880-6363 

팩 스 : ω2)886-4231 

E-mail: sonkukim@snu.ac.kr 

附 錄

補助定理 1 으l 證明 :d가 매우 작은 숫자이고 t' = t O + d일 때 ， tO < t'인 경우를 생각해 보 

자 (3.2)로부터 ， u'-! [꾀-;;O)l - t' < k일 때， 

SO(x, t') = u'-' [컸꾀 -t' , γx， 

이고 tO < t'이므로 

SO(x, t이 = u'-' [눴-;;O)l - tO, γx， 

이다. 그러므로， 다음은 확실하다. 

u(SO(x, tO) + t이 = u(SO(x, t1) + t1), γx. 

위의 식에서 다음식을얻을수 있다 . 

. tu(~(x， t이 + tO)fJxlaO)따 :::: t u(SO(x, t') + t' )J;þ뼈따 

반면에 ， uι1[따꽤 _t1 <k일 때 ， x<간이고-샤이 다음을 만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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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넓ao)1-t1 = ι 

(3.2)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고， 

- f i-I [」;;r] - tl 
s"(x, t 1) = { -,-- - , 

for x2xt 

lk otherwise. 

또한 (3.2)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r s"(x, t1) + d 표 x2xt 
s"(x, t이 == { 

l s"(x, t l
) + ß(x) otherwise. 

위의 방정식에서 x<씬이고 뀐가 uι1 [따펴1-tO=k를 만족할 때 ß(X) =0이고 뼈는 X2 :s; 

x<x}에서 t1 - fJ =d일 때까지 단조증가한다. 그러므로， u(s"(x, t1) + t1) - u(SO(x, tO) + t이가 X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아니고 씬 :S; x <x}에서 단조감소함수임을 알 수있다. 그 결과로 다음 식 

이 유도된다. 

Jλ u(s"(x, t1) + t1 ).fa(xla")따 < t u(SO(x, tO) + t이lt;，(xlaO)따 

補助定理 2의證明: 

(1) u'-1 [꾀~l-t>k일때， 

d가 매우 작은 숫자일 때 ， t가 tO + d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t = t O일 때 시작해보자. 

uι1 [펴~l-tO-d>k이므로 補助定理 1에서부터 다음 식을 얻는다 

SO(x, tO + d) = s"(x, t O) - d, γX， 

또한 

u(s"(x, tO) + tO) = u(s"(x, tO + 띠 +tO+ 찌， γX. 

이다. 그러므로 aO(tO) = ao(to +찌을 얻고 (3.4)로부터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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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O + d) - Swo(tO) = -[co(tO + d) - co(tO)] 

= L [SO@, t이 - SO(x, tO + d)1f(xla")따 

+ Àt [u(짧， tO+ 씨 +tO+ 씨 - u(SO(x, tO) + tO)]f(xl에따 

=d. 

결과적으로 다음을 얻는다. 

dSWO(t) dCO(0 1 

dt dt 

(2) U'-1 [펴-;;0)1 - t < k일 때， 

t얘l서 시작하자 (3.2)로부터 uι1 [꾀따 -tO<k이고， 

f U/-l [-￡하1-tO 표 x;;:::x~ 
~(x， tO) = 1 ‘- , L 

l k otherwise, 

xP는 U'-1 [꿇허] - tO = k을 만족한다 그리고， 

n r ~(x， tO) - d if x;;::: 차 
~(x， tU + d) = l L 

l k otherwise, 

이고 건 〉채는 u'-l[꿇패1-tO-d=k를 만족한다 tO가 실현되었다고 할 때 , 임의의 X에 대한 
또 다른 계약인 (x, tO) = ~(x， tO + d) + d을 고려해보자. 그렇다면 

{ ~(x， tO) for x 츠건 

s(x, tO) = l ~(x， tO) - Ll자) = k + d for x~ ~ x <간 

1 S"(X, tO) + d = k + d for x ~씬， 

이고 이 때. 0 < Ll'(X) ~ d는 x의 감소함수이다. 그러므로 (3.4)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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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O + á) - Swo(tO) = -[O'(tO + 따 - co(tO)] 

= t [s"(x, t이 -SO(x, (0 + 찌lf(xlaO)따 
+ λJx [U(SO(x, tO + φ + tO+ 씨 - u(SO(x, tO) + (0)￦laO)d:l: 

>t 따， (0) 짧， (0 + d)]자laO)따 

+ λ]Ju(s"(x， (0 + 찌 +tO+ φ - u(s(x, t O) + (O)lf(x뼈따 

=d. 

위의 식에서 부등식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λ]Ju(s(x， tO) + t이 - u(s"κ tO) + tO)]뼈aO)따 > L [3@ t이 - s"(x, tO)]자lao)값， 

-25-

이것은 假定 1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dSWO(t) dco(t) 
=- > 1. 

dt dt 

補助定理 3으I 證明: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s*(x, t)에 제약식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 

으므로 매우 작은 숫자 d에 대하여 . s*(x， t)-d가 역시 제약식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s*(x, t + á) -:/. s*(x, t) - d라고 가정하자. 만약 t+d가 실현되었을 때 

주인이 s*(x, t + á) 대신에 s*(x, t) - d를 설계한다면 대리인은 a*(t+ 찌 대신에 a*(t)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u(s*(x, t) + t) = u(s*(x, t) - d + t + φ이기 때문이다. t+d가 실현멸 때 . s*(x, t 

+á)가 (AP)에서 최적 임금 계약이므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1) 

SW*(t + á) = a*(t + á)- λ:v(a*(t + á)) 

-f)s*(x, t+ 이 - À.u(s*(x, t + 띠 +t+ 찌]f(xla*(t+ 이)따 
>tμ-s*(x， t) + 쩌자la*(t))값 

+ λ따(s*(x， t) - d + t + á)f(x뻐t))따 - v(a*(t))] 

= a*(t)-λ，v(a*(t)) + d + C*(t) 

=SW*(t) +d. 

또한 t가 실현되었을 때， 주인이 s*(x, t) 대신에 s*(x, t + á) + d를 설계한다면 대리인은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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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a*(t+ d)를 선택할 것이다. t가 실현되었을 때 s*(x, t)가 최적 임금 계약이라면 다음을 

얻게된다. 

(A.2) 

SW*(t) = a*(t)- λ，v(a*(t)) 

- f)s*(x, t) - Âu(s*(x, t) + t)]f(xla*(t))값 

> f)x-s*(x, t+ 띠 - 여f(져a*(t+ 이)값 

+ λ[tu(s*(x， t+ 이 + d + t)f(xla*(t + 찌)dx- v(a*(t + φ)] 

=a*(t+ d)- λ;v(a*(t + d)) - d + C*(t + d) 

= SW*(t+ d) -d. 

(A. l)과 (A.2)를 합쳐본다면 s*(x, t + d):f:. s*(x, t) - d이면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만약 U'-l [끊과히] -t>kol라면 s*(x, t+이=짜 t)-d이고 a*(t + d) = a*(샘을 도출할 수 
있다. 

補助定理 4의 證明: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모든 t에서 앙(x，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 

의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즉， u’'--1 [꿇펴폐] -Ï> k이므로， 補助定理 3으로부터 모든 t 

에 대해 s*(x, t) = S*(X,t) + t- t이고 ， a*(t) = a*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S= {S(X， 이 wheres(x， t 

+ d) = s(x, t) - d}라고 하자. 그렇다면 (a*(t), s*(x, t))는 다음 최대화 문제의 해가 된다. 

M따 SW르 MJx - S(X, t))f(xla)h(t)뼈t 

a, S(X, t) E S + λdt t u(s(x, t) + t)f(xla)h(t)dxdt - v(a)] 

s.t. 

(i) ft t u(s(x, t) + t뺑la)h(t)dxdt - v'(a) = O. 

모든 (x, t)에 대해 s*(x, t) > k임을 확인하자. 대리인의 유한 책임 제약이 없는 SO(x, t)는 S의 

원소이므로 (a*, s*(x, t))는 또한 대리인의 유한 제약 책임이 없는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 

의 극대화 문제의 해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U'-l[꾀떠 - ï è. k이고 a* 

=aü이고 s* (X, t) = sD(x, t)임을 얻을 수 있다. 

補助定理 5으| 證明: 만약 補助定理 3에서 본 것처럼 uιl[잖콰하] -t>k라면 s*(x, t+찌= 

s*(x, t)-d이다. 그러므로 (4씨에서부터 주어진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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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d) = SW*(() + d 

그러므로 이 경우 햄판=1 이다 

그러나， U'-l [잖폐파] - (< k라면， 補助定理 3에서처럼 ， s앙， (+씨 :þ s*때 -d이다 이것 
을 알고 있다면 매우 작은 숫자 d에 대하여 t가 tO+d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 (0에서 시작 

하자. tO가 실현되었을 때 주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계약 s(x, (0)를 설계한다고 가정 

하자. 

s(x, t O) = s*(x, (0 + d) + d, γx. 

여기서 

u(s(x, (0) + tO) = u(s*(x, tO + d) + (0 + d), γx， 

이므로 (0가 실현되었을 때 대리인은 s(x， (0)라는 임금계약에서 a*((O +찌를 선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tO에서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다. 

짜(t이 =a*((O + d)-씨(a*((O +d)) 

-J)S(x, t이 - λt(s(x， (0) + tO)]f(xla*((o + 따)dx 

= SW*((O + d) - d. 

(0가 실현되었을 때 s(x, (0)와 같지 않는 s*(x, (0)가 실제 최적 계약이므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SW*((이 > 찌1((0). 

그러므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SW*(tO + d) - SW*((O) < SW*((O + d) - 짜1*((0) = d. 

命題 1 으| 證明: 먼저 SWO~SW*임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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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로부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x, t) = r(z*) - t, 

여기서 κz*)는 다음을 만족한다 . 

• , , • __ • f 1 íf r(z *)는 k+t 
u'(r(z.))z. = l 

l u'(k + t)z* otherwíse. 

(4.3)에서 sw*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A.3) sw* 三 ft[a*(t) - λ:v(a*(t)) - C*(t)]h(때， 

이때， 

(A.4) C*(t) 三 f)κz*)-t-μt(꺼z*))]f(xla *(t))dx. 

이다. 

여기서 산훈절 정보 체계에서 대리인이 am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최적 임금 계약인 딴(x， 

”을 생각해보자. 이 때 am은 

(A.5) am == fta *(t)h(f찌't. 

이다. 

그러므로.am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 노력 수준인 a*(t)의 평균 노력 수준을 나타낸 

다. 이 때 (3.1)로부터 sm(x, t) ~ k를 만족하는 sm(x,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느---= λ+μm 츄(xlam) 텅， 
u’(sm(x, t) + t) 

만약 sm(x, t) ~ k이 아니라면 유한 책임 제약에 의하여 sm(x, t) = k이 된다. 위의 방정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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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은 대리 인의 유인 제 약의 최적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이 때 s"'(x, t)는 다음과 같이 다 

시 쓸수있다. 

s"'(x, t) 三 r(t") - t, 

여기서 r(t")은 다음을 만족한다. 

(1 if r(싼F~.k+t 
u’(까싼))싼= l 

l u'(k + t)t" otherwise. 

(3.3)에서 본 것처럼 이 경우 결합 면익 swm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6) swm= d"- λ:v(am) - fpm(t)h(t)dt, 

여기서 

(A.7) Cm(t) 프 f)κ싼)-t-짜(κ싼))]f(xld")따. 

이다. 

(A.3)과 (A.6)을 사용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8) SWm - sw* = λ미v(a*(t))h(t)dt - v(am)] + hC*(t)-앤(t)]h(t)따 

그리고 (A.5)와 (A.7)을 이용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9) 
ft[ c*(t) - C"'(t)]h(t)dt = UJ끼z*)-Àu(πz*))]f(.찌a*(t))h(t)뼈t 

-U)r(t") - Àu(r(t"))]f(xlam)h(t)뼈 

위의 두 문제가 1계도 조건을 각각 만족하므로 

tu(꺼Z낀)J;þ때t))따 = v'(a*(t)), γ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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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Mxu(얻)뺑lam)h(t)d떠't= v'(am), 

이다. 

그러므로 다음을 얻게 된다. 

(A.1O) 

이고 

(A.l l) 

f)xu(κz*))z언xla*(t))h(t)뼈 = λfttu(κz*))f(xla *(t))h(t)따dt 
+ftμ*(까(a*(t))h(뼈， 

fttu(썼))꿨X따m)h(t)뼈't= λfttu(당))f(xlam)h(t)뼈t 

+μmv'(am). 

다음과같이 정의하자. 

(A.12) ψ(z) 三 r(z) - u(r(z))z. 

그렇다면 다음 식을 얻는다. 

r ，μ(r(z)) if r(z) 츠 k+t 
(A.l3) ljI'(z) = { 

l -u(k + t)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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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ψ(z)가 z의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오목함이 명백하다. (A.9). (A.1O). (A.l l) 그리고 

(A. 12)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얻는다. 

(A.14) 
ft[σ(t) - C"(t)]h(t)dt = ft tψ(zγ(쳐a*(t))dxh(t)dt- f)x lJf(싼γ{xlam)h(t)dxdt 

+ftμ*(t)v'(a * (t))h(t)dt- μmv'(am)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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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 르 λ + μm 땀 때a*(t)) 

ψ(z)가 오목하므로， 

UJ￦) - ljJ(Z*) ]f(xla * (t) )h(t)뼈't::; Ux lfI'(z*)앙 - z*빼때t))h(t)d띠t 

(A.15) 

이다. 

--파u(πz*))ψm_ μ*(t))fþla*(t))h(t)따 

=t (u*(t)-μ，m)v'(a *(t))h(t)dt 

::; ft J1*(t)v'(a*(싸(t)dt-μmv'(am). 

-31-

위의 식에서 첫 번째 등식은 (A. 13)에서 도출되었고 두 번째 식은 1계도 조건에서 도출되 

었다. 그러나 마지막 부등식은 假定 2에서 도출되었다. (A. 15)를 (A. 14)로 치환하면， 다음 식 

을얻는다. 

flc*(t) - C"(i써h(t)dt~ fJxψ(싼배a*(t))h(t)dxdt- fJxψ(싼)f(;펴않')h(t)dxdt 

(A. 16) =Uxψ(λ + μm꽃xla*(t))뼈a*(t))h(t)짜dt 

-Uxψ(λ + μm휴:xlam)뼈lam)h(t)뼈t 

x=a+ 8011서 다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뼈+ μm꽃:xla*(t))짜la *(t))따 =tψ(λ+μm팔→xlam)짜lam)따 

그러므로 (A. 16)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A.17) flc*(t) - cm(t)]h(t)dt~ O. 

v(')가 볼록하므로 다음 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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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8) Jtv(a*(t))h(t)dt;::: v(am
) 

(A.8). (A. 17) 그리고 (A. 18)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 식을 도출할 수 있다. 

(A. 19) sw' ::;; SW m ::;; SWO
• 

위의 식에서 두 번째 부등식은 산훈절 정보 체계에서 SWO가 최적의 결합 편익이라는 사 

실에서 도출된다.그러므로 (A. 19)는 의무적 정보 공개가 있는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 결 

합 편익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은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의 최적의 결합 편익임을 알려 

준다. 

u까[펴-;;0)] - ï;::: k임을 가정하자 즉， 대리언의 유한 책임이 제약이 SO(x, t)를 설계할 때 어 

떠한 (x,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을 때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SO(x, t) = uι1 [삶해 -t, V(x, t) 

補助定理 1에서 본 것처럼 . u(SO(x, t) + t)는 t와 무관하고 ~(x， t)는산철절정보 체계에서 모 

든 t에 대해서 대리인의 유인 제약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x， t)는 사전적 정보 체계인 경우 

에도 셜계될 수 있다. (A. 19)으로부터 ~(x， t)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최적 임금 계약이고 

SWO=sw*이다. 그러나 補助定理 1에서처럼 u(~(x， t) + t)는 t와 무관하지 않고 ~(x， t)는 사 

전적 정보 체계에서 주인의 극대화 문제에 대한 해가 더 이상 될 수 없다. 즉 앙(x， t) ::;:. ~(x， t) 

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sw*<sw。이다. 

補助定理 8으l 證明 만약 U'-l[꾀-;;0)] - Ï> k라면， 모든 (x, t)에 대해서 s*(x, t) = ~(x， t)이다 

그러므로. sw 0 (0 < sw *(t)이다. 

그러나 만약 U'-l [펴꾀 -t<k이라면. (3.3)과 (3.4)로부터 t=l일 때 사후적 정보 체계에서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다. 

SWO띠 = ~ - AV(aO) - Ü~(x， t) - Åu(~(x， t) + t)]f(xlaO)dx, 

그리고 또한 (4.3)과 (4.4)로부터 t=l일 때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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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다. 

SW*(l) = a*(.o- λv(a*(1)) - f)s*(x, 1) - Àu(s*(x,.o + l)]f(xla*(1))따 

대리인이 그의 노력 수준을 선택하기 전에 t=1가 실현되는 경우 즉， 사전적 정보 체계를 

가정해보자 그러나 주인은 년[펴해 -t<k이므로 補助定理 1로부터 대리인이 s"(x， 꾀에서 
ah>ao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α가 0<α<1일 때 새로운 임금 계약 

sa(x, .0 프 αs"(x， .0 + (1 - α)FB 

은 t=1가 실현될 때， 대리인이 aO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FB는 주인이 상수인 ao를 

직접 지시할 경우 최선의 임금 계약을 의미한다 (12) 다음을 확인해보자. 

SWFB(!.) 三 aO_ λv(aO) - Jx[FB - 찌(FB + l)]f(xlao)dx 

> SWO(!.). 

그러므로. t=1가 실현되었을 때. sa(x，.o에서의 결합 편익은 다음과 같다. 

SWαφ 프 aO - ÀV(ao) - f)sa(x, 1)-짜(sα(x， 1) + l)]f(xlaO)따 

> ao - Àv(aO) - f)sacx, 1)-μau(s"(x， 1 + 1) + (1 - 띠u(FB + !.))]f(xlaO)따 

= αS'WO(!.) + (1- α)SWFB(1). 

SWFB(!.) > SWO(!.)이므로 다음 식을 얻게 된다. 

SWα(1) >SWO(히， 

이 식은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t=1가 실현되었을 때， 결합 편익이 SWO(!.)보다 더 높은 임금 

계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t=1가 실현되었을 때 aO를 유도하 

는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다음 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12) FB의 정확한 수준은 λ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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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띠 < SWlX(l)::; SW*(l). 

補助定理 7으| 證明: 반대로 U'-l[꼬파)1- t> k라고 가정해보자 즉， 대리인의 유한 책 

임 제약이 모든 (x, t)에 걸쳐 S응t/x， t)에 대하여 제약식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다고 가정하 

자. 그렇다면 補助定理 1M에 의해 d가 매우 작은 숫자일 때 , t E [깐， 권에서 원tc(x， t + 이 = 

원c(x，” -d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tc(x， t)는 사전적 정보 체계에서 모든 (2:. tc에 대해 대 

리 인의 유인 제 약을 만족하게 된다. 命題 1M으로부터 t E [tc' t]에서 5월tc(x， ” = s*(x, ”을 얻을 

수 있다. 대리인의 유인 제약이 잃c(x， f)=s*(x， b에 대해서는 제약식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U'-l[꿇파하1 -Ï> k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補助定理 4로부터 uιI[꾀꾀 -t 

>k가되고 이것은假定 3에 모순된다. 

補助定理 8으| 證明: 補助定理 6을 증명한 통일한 방법으로 補助定理 8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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