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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f팔里A 模型에서의 事前 情報 시스템의 效率I生(1)

金 훌효 
l그 九

이 논문은 本Ä-↑합里A 모형에서 事前 情報가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 다룬다.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는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드러난다. 이 논문은 대리인 

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주는 무작위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대리인이 행동하기 전에 

본인과 대리인이 공통으로 관찰하는 것이. 대리인이 행동한 후에 관찰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본인-대라인 관계에서 

정보 시스랩에 포함되는 사전 정보량과 그 效率性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사후 정보량과 그 효율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1 . 序 論

道德的 解뼈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情報 經濟學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 

문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입하지만 대리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행동선택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보상계약을 설계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2) 

이 경우 대리인의 숨겨진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본인은 관찰할 수 있는 사항에 대 

한 대리인의 보수에 기초하여 즙췄因 쭉約(incentive contract)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이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은 대리인의 행동 선택과 불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대리언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效用은 金錢的 보상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동료들과의 개인적 관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성취감， 봉급에 따 

라 주는 非金錢的(non-pecu띠ary) 편익 등과 같은 몇몇 버금전적인 요인들에 의존한다. 

대리인이 업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이 변수들은 주로 

무작위적이고， 계약 당시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논문은 본얀-대리언 모형에서 情報 시스템의 效率性에 대하여 연구한다. 일반적으 

로， 본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은， 그 정보 시스템이 대리인의 행동 선 

택에 영향을 주는 무작위 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 

(1) 이 논문은 제원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제원연구제단에 감사드린다. 
(2) 도덕적 해이에 관한 표준 모형은 Ross (l973) , Mirrlees (l974) , Harris and Raviv (l979) , 

Holmsσom (1979 , 1982) , 그리고 Grossman 때d Hart (1983)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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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언제 그러한 정보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 선 

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정보 시스템이 생산해내는 情報量과 본인-대리인 모형의 效率性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Holmstrom (1979)과 Shavell (1979)은 두 

개의 비 용절감형 공공 정 보 시 스템 (costless public information system) 간에 , 이 들 추가적 

인 신호 중 적어도 하나가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에 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만 본인은 이 추가적인 선호를 가진 정보 시스템을 彈選好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有益

性(informativeness) 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충분한 통계량에 의해 정의된다. 

Gjesdal (1982). Grossman and Hart (1983)는 대리인 모형에서의 정보 효율성에 관한 

Blackwell의 생각을 응용하여 , 만약 두 가지 다른 정 보 시 스템 이 B1ackwell의 정 보 충분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본인-대리인 모형에서 효율성에 따라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Kim(1995)은 Blackwell의 情報 充分條件이 대리인 모형에서 정보 시스 

템에 등급을 매기는 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훨씬 약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한 정보 시스템이 다른 정보 시스멈의 가능도비 분포(1ikelihood ratio 

distribution)상 MPS (mean preseπing spread) 성격을 나타낸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대리인 

모형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3) 

이들 논문은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 선택(즉， 산출물이나 연간 수입， 주식 가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무작위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정보 시스범의 效率↑生

을 고려한다. 더욱이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대리인이 행동을 취한 이후에(다시 말 

해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 

닌， 영향을 주는 무작위 변수에 관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한 

다. 이 때 이들 변수에 대한 정보는 사후에 들어날 수도 있고， 사전에(다시 말해 대리인 

이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드러날 수도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본인과 대리인이 무작위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관찰하는 것이 사후에 수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지， 

그리고 정보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 정보의 양이，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효율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본인-대리인 모형은 대리인의 效用이 그 

들의 금전적 임금뿐만 아니라， 매칭 變數(matching variables) (대리인이 업무환경에 얼마 

(3) Kim (1995)은 Rothschild and Stiglítz(1970)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MPS (Mean Preserving 
Spread) Criterion" 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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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 적응하는지를 보여 주는 변수)에 의존한다고 설정하였다. 우선 본인이 사후 정보 

시스템과 사전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는데， 사후 정보 시스 

템은 대리인이 행동을 취한 이후에 매칭 變數(matching v따iables)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사전 정보 시스템은 대리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완전한 

정보를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이 사후 정보 시스템보다 사전 정보 시스템을 선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 모두. 사전 정보가 사후 

정보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된다면， 본인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인 

으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에 비추어 볼 때 最適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정보를 활용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請因 옮l]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금 계약을 설계해 

야만 한다. 그와 반대로 본인과 대리인이 사후에 정보를 취득했다면， 본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다른 정보를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유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次善(sub-optimal)의 행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의 기대를 기반으로 한 

유인 íIllJ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금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훨씬 쉬운 일 

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는 것과 사후에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相衝關係

(σade-off)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사전에 정보를 얻는 비용이 항상 그 편익을 초과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이 논문은 정보 시스랩에 포함되어 있는 事前 情報量과 그 效率↑生 사이의 관계 

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본인이 두 가지의 사전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만 하는 사례를 연구하는데， 그 중 하나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비해 매칭 변수에 대 

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러낸다. 사전 정보량이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가지는 

順效果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변수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사후 

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논문은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 정보량과 

그 효율성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정보 시스템이 생산 

하는 사전 정보가 많을수록，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시스템은 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 시스템이 성과 측정에서 드러나는 정확한 정보를 많이 보유할수록，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주요 선행 연구 결과들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결 

과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2장에서는 基本 昭究 模型을 설정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전 정보 시스템과 사후 정보 시스템이 모두 정확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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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가정하고 두 시스템의 效率性을 비교한다. 4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러 

내는 두 개의 시스템의 相對的 效率性을 비교하는데， 그 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5장에서는 結論을 도출하고， 附錄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 

용된 補助定理와 命題를 증명한다. 

2. 基本模型

우리는 危險룹、避性向의 代理A이 危險中立的인 本A을 위해 a E [0，∞)의 수고를 들이 

는 단일 시점 본인-대리인 모형을 고려한다. 산출 결과 X E [츠，치 (4)는 대리인의 노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 e, 즉， x= X(a, 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산출 

결과는 마지막 기에 공개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 X(a, θ가 

가법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X(a, θ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0 X(a, θ = a + 6, E(θ = O. (5) 

8를 제거하기 위해 ， f(x I a)를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塵出 密度l휩數(output density 

function)의 條件附로 표시하고， 그것은 a에 관하여 두 번 미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결과 x가 산출된 후， 본인은 대리인에게 S를 금전적 임금으로써 지불한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가법 분리 가능한 함수를 갖는다. 

(2.2) U(s, t, a) = U(S, η - v(a), 

u( . )는 대리인의 효용을 의미하고， v(.)는 a에 미치는 비효용을 의미한다. 등식 (2.2)에 

서 ， t E [1. 1]는 대리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무작위 요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 

면，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매칭 지수(matching characteristic)를 암시하는 변수(개인 

(4) ，!는 음의 무한대이고， 굿는 양의 무한대이다. 

(5) 가법 분라할 수 있는 생산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X(a, (}) =A(a) + e, A' > O.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산 함수를 다시 쉽게 쓸 수 있다. 

X(A， θ =A+ e, 
여기에서 A는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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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리인이 업무 환경에 맞는지)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그 변수는 본인이 그 기 

간 동안 대리인에게 줄 수 있는 金錢的 偏愛(monet따y favoritism)로써 이해할 수 있다. 

매칭 지수나 偏愛(favoritism)는 본인과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계약을 할 때까지 

는 그들 모두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점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t의 실 

제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처음에 사후 정보 시스템과 사전 정보 시스템이 본인에 

게는 도움이 된다. 두 시스템 모두 公開的으로 t에 대한 완전 정보를 드려내지만， 정보 

노출의 時點이 다르다. 사후 정보 시스템은 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t에 대한 정보를 공개 

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언이 a를 행한 

이후에 t에 대한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t에 대한 정보 

는 계약 바로 후에 드러낸다. 그러므로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인이 노력 a를 행하기 전에 

무작위 요소 t에 대한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의 段階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段階: 본인은 사후 정보 시스템과 사전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수행한다. 

2段階: 본인과 대리인은 1段階(SO(x， t) 또는 s*(x, 야에서 선택한 정보 시스템에 기초하 

여 계약을 체결한다. sO(x, t)는 사후 정보 시스템이 선택되었을 때의 대리인의 최적 임금 

계약이고. s*(x, t)는 사전 정보 시스템이 선택되었을 때의 최적 임금이다. 

3段階: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정한다. 사후 정보 시스템이 선택되었을 경우， 대리인은 

t의 실제 가치가 알려지기 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사전 정보 시스뱀이 선택되었 

을 경우. t의 실제 가치에 기초하여 노력을 한다. 

4段階: 산출 수준 x가 달성되고 본인은 2段階에서 정해진 임금 계약에 따라 대리인에 

게 임금 s를 지불한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假定 1: Us > 0, Uss < 0, v’ >0, v’ >0. 

假定 2: 몇몇의 (x, t)에 대하여 . ust :;t: O. 

假定 3: 주어진 t에 대하여 . us-1(us(s, t)) == s라고 하자 그때 . u(us- 1 (꽁) == w(z)는 주어진 

t에 대하여 . z>O인 조건에서 오목하다. 

假定 4: 塵出密、度핍數 f(x I a)는 다음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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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μ F(x I a)dx는 a의 조건에서 y에 대하여 非增加 볼록함수이다. F(x I a)는 j{x I a)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2) fxf(x I a)dx는 a의 조건에서 非減少 오목함수이다， 

(3)휴:xla)는 a의 각각의 가치에 대하여 X에서 非減少 오목함수이다 

위의 假定에서， 각 하첨자와 소수는 통일 차수(corresponding order)에서 얻어진 微分係

~n-l •. _ d2 
數(derivative) 이다(예를 큼면 . uss ==τ힘)2U) . 假定 1에서 대리인은 위험과 일을 모두 기 

피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假定 2에서는 대리인의 효용에서 금전적 임금 s와 무작위 변 

수 t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그것은 단순하게 대리인의 금전적 임금에 대한 한계 효 

용이 t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假定 3과 4는 최적 암금을 特

性化(characterizing)하는 1계 조건 (frrst order approach) 이 유효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증한 

다 (6) 예를 들면 만약 r "5，공이고 지수 분포 카이제곱 분포， 포와송 분포 등의 다른 많은 

분포가 {웠定 4를 만족한다면 . u(s, t) = 추(ts)' 또는 u(s, t) = 추(s + t)'은 擬 3을 만족한다 

3. 事後公開情報對事前公開情報

事後 情報 시스템을 수행할 경우， 마지막 기에 t는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 

로 계약 변수로써 사용될 수 있고， 대리인의 임금 계약 S는 (x. t) 에 기초할 것이다(즉， 

s = s(x, t)). 그러나 대리인의 노력 선택인 a는 t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t는 

대리인이 a를 행한 후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본인의 極大化 프로그램 

은다음과 같다. 

했짧) L L K - s@, t)mx | a)h(t)&dt 

s.t. 

(i) Jt fx u(s(x, t), t)j{x I a)h(t)따따 - v(a);:::: σ 

(ii) a E a탱m따 Jt fx u(s(x, t), t)j(x I a' )h(t)따따 -v(a'), Va' 

(iii) s(x, t) ;:::: 0, γ(x， t), 

(6) Jewitt (l988)은 假定 3과 4가 1계 조건의 사용을 충분히 정 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그리고 이들 假定은 Grossman 뻐d Hart(l983). Rogerson (l985) 에 의해서 주장된 보편적 

인 MLRP(Monotone Likelihood Ratio Property)와 CDFC (Convexity Distribution Function 

Condition) 조건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약하다. 자세한 것은 Jewiit (l98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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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는 t의 密、度 힘數를 의미하고 U는 대리언이 어딘가에 고용된 경우， 그가 받을 수 있 

는 留保 效用 (reservation u디lity) 수준을 나타낸다. 첫 번째 짧Ij約은 대리인의 參與 밟IJ約으 

로， 계약 단계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이 t의 실제 가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 

한다. 두 번째 제약은 대려인의 릅秀因 옮IJ約으로 t가 알려지기 전에 대리인의 선택을 최적 

화하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마지막 제약은 대리인의 제한된 責任 옮Ij約으로， 0에 의해 

일반화되는 대리인의 금전적 임금의 생계 수준이 어떠한 (x , t) 에도 보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은 최적 임금 계약의 존속을 위해 주어지는 것 

이다. 

假定 3과 4(7)로 인해 1계 조건을 쓰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極大化 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될 수 있다. 

M값 J, fx [x - s(x, t) ]f(x I a )h(t)dxdt 
a , S(X,t) 

S.t. 

(i) J, Jx u(s(x, t), t)j(x I a)h(t)dxdt - v(a);:::: D 

(ii) J, L u(s(x, t), t)faCx I a)h(t)dxdt - v'’ (a)=O, 

(iii) s(x, t) ;:::: 0, γ(x， t), 

여기에서 A는 a와 관련하여 f를 1계 미분한 것이다. 

(aO, sO(x， η)을 앞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을 위한 最適解라고 하자. 그러면 위 프로그램의 

오일러의 공식으로 풀면 ， sO(x, t)는 다음의 식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3. 1) 1λ，0+μ.0_효 (x I aO) 三잊(x)， 
Us(i헌(x， t), t) 

거의 대부분의 (x, t)에 대하여 , 등식 (3. 1)은 SO(x, t) ;:::: 0 또는 SO(x, t) = 0의 해답을 가지고 

(7) Grossman 뻐d Hart(l983) , Rogerson (l985)은 신호 공간(signal space) 이 단일 차원일 경우， 

MLRP와 CDFC가 l계 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Jewitt 
(1988)은 1계 조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덜 제한적인 조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대리인의 위험 

선호도와 신호의 분포 함수(假定 3과 4)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다른 분포들도 이 조 

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Sinclair-Desgagne (l994)은 다차원공간에서의 MLRP와 

CDFC의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은， 단일 차원이 다차원으로 되었을 때， 1계 조건의 타당성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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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의 등식에서， .10은 대리인의 參與 制約의 최적화된 라그랑지안 승수(Lagrangian 

multiplier)를 의미한다. 그리고 버은 대리인의 請因 옮IJ約의 최적화된 라그랑지안 승수를 

의미한다. 

t는 등식 (3. 1)의 오른쪽 항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러므로 등식 

(3‘1)은 최적 임금 계약(SO(x， t)) 에서 대리인 소득의 한계 효용은 t가 달라져도 불변의 상 

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危險量을 極小化할 수 

있다.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본인의 최적화된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2) PWO == JI L [x - sD(x, t)]f\x I aO)h(t)dxdt. 

이제 事前 情報 시스템을 수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 정보 시스템은 t에 대한 정 

보를 계약 이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은 대라인이 노력 a를 들 

이기 전에 t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정보 시스범하에서의 본인의 극 

대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센짧，” It Ix Ix - s(x, t)1κx I a(t))h(t)dxdt 

3 ‘ t. 

(i) JI [ L u(s(x, t), t뼈x I a(t))따 -v(a(η)]h(t)따 '?!U 

(ii) a(t) E a탱m따 L u(s(x, t), t)j{x I a' )dx - v(a' ), γt， γa/ 

(iii) s(x, t) '?! 0, γ(x， t). 

첫 번째 제약은 대리인의 參與 밟IJ約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인과 대리인이 계약 당시에 

는 t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 제약은 대리인의 등줬‘因 밟Ij約으 

로.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대리인이 a를 행하기 이전에 t의 실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 

을 반영한다. 반면 마지막 제약은 대리인의 제한적인 責任 밟IJ約이다. 위의 극대화 프로 

그램은 사후 정보 시스템의 극대화 프로그램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대리 

인의 유언 제약은 모든 t에 대하여 만족되어야 하고， 둘째， 대리인의 노력 선택은 일반 

적으로 t에 대한 당연한 함수 관계를 갖는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사전 정보 시 

스템하에서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t의 실제 가치를 a를 행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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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서 기인한다. 

假定 3과 4로 인하여 1계 조건을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 시스템에 

서의 본인의 극대화 프로그램은 다읍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옆t) ft fx μ - s(x, t) ]f{x I a(t))h(t)따dt 

(i) fl [ Ix u(s(x, t), t)j(x I a(t))따 - v(a(t))]h(t)쉰 E “i) fx u(s(x, t), t)!a(X I a(샤)따 - v' (a(t)) = 0, γt， 
(iii) s(x, t) ~ 0, γ(x， t). 

(a*(t), s*(x, t))를 위의 프로그램을 위한 最適解라고 하고， 위의 프로그램을 오일러의 

공식으로 풀면 최적 임금 계약 s*(x, t)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3.3) * L- = λ*+ μ*(t) 추 (x I a*(t)) 三 z*(x, t), 
u,(s’ (X, t), t) f 

거의 대부분의 (x, t)에 대하여 , 등식 (3.3)은 s*(x, t) ~ 0 또는 s*(x, t) = 0의 해를 가지고 
있다. 위의 등식에서， λ*은 대려인의 參與 옮IJ約을 최적화한 라그랑지안 승수를 의미한 

다. 그리고 μ*(t)은 t가 실현되었을 때， 대리인의 請因 制約을 최적화한 라그랑지안 승수 

를 의미한다. 대리인의 유언 제약은 위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t에 대하여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μ*(t)은 t의 함수가 될 수 있다. 

사전 정보 시스템하에서의 본인의 최적화된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4) PW == ft L [x - s*(x, t)]f{x I a*(t))h(t)따dt. 

사전 정보 시스템과 사후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세울수 었다. 

假定 5: v"'(a)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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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定 5는 대리인이 발휘하는 노력의 한계 비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대리인의 노력의 l:l l효용 함수 v(a)가 충분히 볼록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命題 1: 假定 1에서 5까지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PW* ::;;Pll-ρ. 

이 모형에서의 무작위 변수인 t는 생산함수나 대리인의 비효용 함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최선의 노력 수준 aFB는 

v’ (aFB) = 1 

t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이는 사전에 t의 실제 가치를 아는 것은 본인이 직접 대리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있는 최선 (frrst -best)의 상황에서는 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본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aFB를 행하게 하고， 留保 效用 E을 보증 

하게 하는 쫓約을 설계한다. 그러나 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차선 

(second-bes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원하는 노력 수준은 t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t는 대리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次善의 상 

황(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에 t의 실제 가치를 아 

는 것이 정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리언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t의 실제 가차를 알 수 있을 때， 본인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 t에 대한 최적 

수준의 노력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언 역시 사전에 t의 실제 가치를 관찰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 정보를 자신의 관심에 따라 노력 수준을 조절하는 데에 。l용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경우의 모든 t에 대하여 대리인의 유인 제약을 만족시키는 임 

금 계약을 설계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t에 대한 기대치를 기반으로 한 유언 제약을 만족 

시키는 임금 계약 설계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당사자가 t를 사전에 관 

찰하는지， 사후에 관찰하는지는 서로 相衝關係가 존재한다. 命題 1은 사전에 t를 관찰하 

는 비용이 항상 그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결론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본언이 대리 

언으로 하여금 am 르 Iρ*(t)h(t)dt만큼의 노력을 들이게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am은，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t)가 생산해내는 것과 같은 기대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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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附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후 정보 시스랩에서 am 

을 행하게 하는 것은，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t)를 행하게 하는 것보다 費用이 덜 든 

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업장에서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am을 수행하는 것은‘ 사전 정 

보 시스댐에서 a*(t)를 수행하는 것보다 멀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am 

을 행하는 것은 최적이 아니다(예를 들어 am은 aO와 동등할 수 없다.). aO가 최적화되 

는 사후 정보 시스템은 a*(t)가 최적화되는 사전 정보 시스템에 비하여 덜 효율적일 수 

없다(PW* ::; pWO) . 다시 말하면 . t의 실제 가치를 사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이 t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본인-대리인 관계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 

로는 본인의 후생이 크게 악화된다. 

본인이 사전 정보 시스템보다 사후 정보 시스랩을 弱選好한다면， 그 중 본인이 개의치 

않는 조건을 인식하는 것은 홍미로운 일일 것이다. 충분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補助定理를 따른다. 

補助定理 1 :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責任 옮IJ約이 어떤 (x, t)에도 구속력이 없다면， 그 

리고 대리인의 효용 함수가갱뚫-=펠r를 만족하는 경우， 

::12 
~ ': sO(x, t) = O. 
dxdt 

補助定理 1은 대려인의 제한된 責任 옮1]約이 어떤 (x, t)에도 구속력이 없다면， 그리고 

대리인의 효용함수가 훨r=괄r를 만족한다면，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최적 임금 
계약은 t가 달라져도， 實績 堂 支擺 方式(pay-for-performance)과 같은 민감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補助定理 2: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이 어떤 (x, t)에도 구속력이 없다면， 그리 

고 대리인의 효용 함수가 줬r=많「를 만족한다면， 

그운 Ixu(sO(x, t), t)fa(x I aO)따 =0 

t는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정보 시스랩에서 대리인의 貨金 쫓約은 t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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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x(즉， s = s(x, t))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노력의 수준을 정하기 전 

까지 t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t에 대하여 기대를 하게 해서 어 

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줄 것을 유도한다. 그러므로 사후 정보 시스템(대리인이 aO의 노 

력을 하도록 하는 SO(x, t))에서 최척의 임금 계약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은 t가 다 

르더라도 노력 유언을 어떻게 劃當할 것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ft fx u(sO(x, t), t)faCx I 

aO)h(t)dxdt가 최 적 임 금 계 약에 포함된 유인의 기 대 양인 SO(x, t)을 나타낸다. 그러 므로 

fx u(sO(x, t), 따(x I aO)값은 특정한 t을 위한 SO(x, t)에 포함되어 있는 유인량을 나타낸다. 
補助定理 2는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이 어떤 (x, t)도 구속하지 않고 대리인의 

효용 함수가 갱뚫-=랬?을 만족한다면，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최적 임금 계약인 
SO(x, t)는 모든 t에 같은 양의 유인이 할당되는 것처럼 설계되어야 한다. 補助定理 1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이 어떤 (x， η도 구속하지 않고 대리 

인의 효용 함수가 갱뚫=많「을 만족한다면，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최적 엄금 계약 

은 t가 달라져도， 實績 堂 支據 方式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것은 최적 임금 

계약인 SO(x, t)가 모든 t에게 동일한 양의 勞力 請因을 劃當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命題 2: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이 어떤 (x, t)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줬=꽃「라면 본인은 사전 정보 시스템과 사후 정보 시스템에 개의치 않는다 

예를들어， 

p~ρ =PW. 

더욱이， 이 사례에서는 

aO = a*(t), γt. 

命題 2는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대리인으로부터 이끌어내지는 最適의 勞力 水準이 t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이 사전 정보 시스템과 사후 정보 시 

스템 사이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充分條件을 유도해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과 대리인 두 당사자가 사전에 t를 관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후에 관찰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본인으로 하여금 모든 t에 대하여 대리인의 유인 제약을 만족시키 

는 임금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補助定理 2에서 보여지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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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만약 대리인의 제한된 책임 제약이 어떤 (x, t)에도 구속력을 갖지 않고， 대리인의 효 

용 함수가 훨_S_=컴f:「를 만족한다면， 모든 t에 대하여 같은 양의 노력 유인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최적 임금 계약인 SO(x, t)는 모든 t에 대하여 대 

리인의 유인 제약을 만족시킨다. 이 사례는 두 당사자가 사전에 t에 대해 아는 費用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해， 사후에 t를 아는 것과 비교하여 사전에 t를 알고 

있음a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t가 사전에 알려졌을 때 대리 

인으로부터 다른 노력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命題 2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사전 정보 시스랩에서 대리인이 들일 수 있는 최적의 노력 수준은. t가 다르게 

나타나더 라도(즉 . a*(t) = aO, γt) 변하지 않으며 , 이 경 우에 는 두 당사자가 사전에 t를 알 

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도 사라진다. 

만약 대리인의 留保 效用 水準인 U가 충분히 높거나1.와 7가 0에 충분히 가깝다면， 

대리인의 제한된 責任 制約이 어떤 (x, y)에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은 만족될 것 

이다. 또한 만약 대리인의 효용 함수가 아래와 같이 s와 t 사이에 加法 分離 可能한 형태 

를 갖는다면， 훨릎=많「의 조건은 충족될 것이다 

u(s, t) = u(k(s) + ø(t)). 

4. 두 가지 不完全 事前 情報 시스템 

앞 장에서는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사전 정보 시스템과 사후 정보 시스템이 t에 대 

한 完全 情報를 제공한다는 가정에서， 두 정보 시스템의 效率性을 비교해 보았다. t의 

실제 가치가 사후에 주어졌을 경우에， 본인과 대려인이 t를 빨리 관찰하는 것이 두 당사 

자 간의 관계에 큰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정보 시스템(사전 또는 사후)이 t에 대한 不完全

情報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정보 시스뱀이 포함하고 있는 情報量 사이에 관계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전 정보 시스템이 t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생산해 낸다는 현 

실적인 가정을 통해，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시스뱀이 포함하고 있는 事後 情報量과 

그 효율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事前 情報量

과 그 효율성 사이의 관계처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본인과 대리인 모두가 정확한 사전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본인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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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전 정보의 양이 본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에 미치는 順效

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t의 실제 가치는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가정했 

다. 그리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불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과 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 

사이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Tb T2, "', TN}를 [1， 7]에 대한 분리집합(set of partitions)이라고 간주하자. 이 부분은 

순서가 정해질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1 E T1 ~γt2 E T2 …〈 γtN ε TN와 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은 본인과 대리인에게 사전에 t의 실 

제 가치가 속한 구체적인 부분(partition) 인 Ti를 알려준다고 가정하는데 . t의 실제 가치는 

맨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다. 반면， 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은 t의 실제 가치 

를 사전에 알려준다. 

이때， 不完全 情報 시스랩에서 본인의 極大化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4. 1) M없 ~PiJre 낀 L [x - Si(X, t)]fi'x I a(낀))h(t I 낀)따따 
a(Ti}, s;(x,r} i= 1 

S.t. 

(i) ￡lPl[ 꼬 Jx U(Si(X, t), t)ftx I a(낀))h(t I 낀)값dt-v(a(T;))] ~ fJ 

(ü) Jre 자 Lu(sμ η， tι(X I a(Ti))h(t I 낀))따dt= v' (a(낀))， 밴 
(üi) Si(X, t) ~ 0, γ(x， t), γi， 

Pi 三 Ire T
j 
h (t)dt와 h(t I 낀)는 t가 t E Ti일 때의 條件附 密度 핍數를 의 미 한다. 

t E Ti (즉 ， Si(X, t)) 일 때， 대리인의 임금 계약은 실제로 Ti의 함수라기보다는 t의 함수인 

것이다. 왜냐하면 t의 실제 가치는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의 노력 선택인 a(낀)은 낀의 향수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자신의 노력 수 

준을 결정 할 때 Ti만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â(낀)， s;(x, t))을 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最適解라고 하자. 그러면， 불완전 사전 정보 시 

스템에서의 본인의 期待 利益은 다음과 같다. 

pk = 힐 p;[ Jre T
j 
L [x - Si(X, t뼈 â(T;)뻐 낀)d.x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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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 命題 3을 얻을 수 있다. 

命題 3: PW* :s; PW :S; pWO. 

마지막에는 t의 실제 가치가 드랴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두 사전 정보 시스템 

(완전 정보와 불완전 정보)의 事後 情報量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事前 情報量에 있어 

서는 달랐다. 命題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좋은 사전 정보를 가칠수록 이후에 실제 

t의 가치가 밝혀질 때， 본인-대리인 관계에 있어서는 렬 효율적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전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사전 정보의 양과 그 효율성 간에는 陰의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사후 정보량과 그 효율성 간에 널리 

알려진 陽의 상관관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결과이다. 

5. 結 論

대리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無作寫 變數들에 대한 사후 정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증가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결과이 

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情報量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뿐만 아니라， 정보를 드러내는 時點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 본인은 휩윷 情報 시스템보다 事前 情報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자는 대리인이 행동을 선택한 후에 대리인의 한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무작위 변수들에 대한 완전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후자는 대리인 

이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동일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본인과 대 

리인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사전에) 찾는 것이 나중에(사후 

에) 찾는 것보다 그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事前 情報量과 그 效率性 간에 陰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본인과 대 

리인이 사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과 비교했 

을 때에 관계의 효율성을 갑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된 본인-대리인 

관계에 있어서， 사후 정보와 효율성 간의 양의 상관관계와는 대조되는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 짓기 전에， 두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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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정보 시스템은 代理A뿐만 아니라 本A에게도 정보를 드러낸다고 가정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본인이 사전 정보를 개인적으로 획득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을 노출시킴 

으로써， 본인의 최적 정보를 분석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無作寫 要素는 대리인의 限界 效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므로 만약 

에 본인이 직정 대리인의 행동 선택을 관찰할 수 있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이 이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사전에 습득하는 것은 그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 

리인의 행통 대안을 관찰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 

러나 무작위 변수가 대리인의 生塵 E낌數나 非效用 i!E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서? 본인이 대려인의 행통 선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때에도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샤후에 습득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알이다. 그러므로 사전 정보 시스템약 효율성 

을 사후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교할 경우， 사전 정보 시스템의 추가적인 정보 가치 

와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본인-대리얀 관계에 

서 사전 정보 시스템이 사후 정보 시스템보다 항상 렬 효율적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내렬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副敎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렴 동 산56-1 

전화: (02)880-6363 

팩스: (02)886-4231 

E-mail: sonkukim@snu.ac.kr 

〈附 錄〉

命題 1으l 證明: 등식 (3.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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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 . )은 Us( • )로부터 정의된다. 다시 등식 (3.3)으로부터. r(.) 이 Z에서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Uss < 0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r(z*, t)는 다음 식을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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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κZ*， t)를 이용하여， 동식 (3.4)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2) PW = frfx [x- κz*， t)lf(x I a*(t))h(t)따'dt. 

이제， 본인이 휩옳 情報 시스템을 선택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aO 대신에 am를 행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am 三 ft a*(t)h(t)dt. 

그러 므로 am은 a*(t)의 平均 勞力 水準을 의 미 한다. s"'(x, t)를 이 경 우의 最適 꽃約이 라고 

하면， 동식 (3.0 에 따라 s"'(x, t)이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3) 1λ，m+ μm ~a (x I am) 三 zm
u,(s"'(x, t), t) 

sm(x, t) ~ 0이고. 다른 경우에는 s"'(x, t) = 0이다. 위의 동식에서 λm은 사후 정보 시스템에 

서의 대리인의 參與 옮Jj約의 최적화된 라그랑지안 승수를 의미하고， 반면， μm은 대리인의 

請因 制約의 최적화된 라그랑지안 승수를 의미한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성n(x， t) 프 n._zm, t), 

n._zm, t)은 다음을 충족하여 야만 한다. 

(A.4) 
(1 if n._zm, t) >0 

u，(κzm， t) , t)zm = ~ 
lu.(O, t)zm if n._zm, t) = O. 

따라서 이 경우에 본인의 最適 利益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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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PW" = frIx [x - r(싼， t)lf\x I am)h(t)값dt 

그러므로 (A.5)에서 (A.2)를 빼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A.6) PW" - PW = ft fx r(z*, t)fix I a*(t))h(t)dxdt - ft fx r(zm, t)fix I am)h(t)dxdt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7) 1/I(z, t) == r(z, t) - u(r(z, t), t)z. 

그러면 u,(r(z, t), t)z = 1애 의해서 다음을 도출할 수 있다. 

(A.8) 
( - u(r(z, t), t) if r(z, t) > 0 

μ(z， t) = ‘ 
"",," l- u(O, t) if r(z, t) = 0, 

그리고 

( - us(r(z, t), t)간::;; 0 if 끼z， t) > 0 
ψ강(z， t) = { 

lO if 끼z， t) = 0, 

그러므로 ψ(z， t)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z에 대하여 오목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A.7)로부터 

r(z, t) = ψ(z， t) + u(κz， t), t)z, 

아래와 같이 다시 (A.6)을 쓸 수 있다. 

(A.9) PW" - PW = ft fx 1/I(Z*, t)fix I a*(t))h(t)dxdt 

- Ux 1/1(싼， t)fix I am)h(t)값dt 
+ ft L u(ηZ*， t), t)z염x I a*(t))h(t)dxdt 

- ftL u(κ싼， t), ηtnfix I am)h(t)따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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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 f힘l約은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t)를， 사후 정보 시스랩에서는 am를 각각 유도한다.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I0) Ux u(r(z*, t), t)fix I a깨)h(ηdxdt = fJ + ft v(a*(t))h(t)dt,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A.ll) ft fx u(r(망， t), t)fix I am)h(t)따dt = fJ + v(am). 

또한 請因 밟Ij約은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t)를，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는 am를 각각 유 

도한다.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A. 12) Lu(κz*， t), t)fa(x I a*(t))따 = ν (a*(t)), 야，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 

(A.13) ft fx u(κzm， t) , t)fa(x I am)h(t)dxdt = v' (am) 

그러므로 (3.3) , (A.3) , (A.1O) , (A.1l) , (A.12)와 (A. 13)을 사용하여， 등식 (A찌는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A. l쇠 pW" -pw= 파 lfJ(z,* t)fix I a*(t))h(t)dxdt - ft fx lfJ(싼， t)fix I am)h(t)dxdt 

+ λ*( fJ + ft v(a*(t))h(t)dt) - ).m( fJ + v(am)) 

+ ft μ*(t)v' (a*(t))h(t)따 - μmv'(am).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15) Zh=).m + J1m 좋 (x I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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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z, t)가 z에 대하여 오목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A.16) ft fx [l{J(상， t) -l{J(z*, t)lf{x I a*(t))h(t)dxdt 

::; ftfx μ(z*， t)(z“ -z*)j(x I a*(t))h(t)값'dt 
= - ft fx u(r(z*, t), t)[(Âm- λ*)j(x I a*(t)) + ψm_ μ*(t))fjx I a*(t))]h(t)dxdt 

= (Â* - Âm)[ [J + ft v(a*(t))h(씨] + ft (.u*(t) - μm)이a째)h(t)dt 

~ À*( U + fr v(a*(t))h(t)dt)- λ，m( U + v(am)) + fr (.u*(t) - μm)v' (a*(t))h(t)dt 

S λ*( U + ft v(a*(t))h(t)dt) - Àm( [J + v(am)) + ft (.u*(t)v' (a*(t))h(ηdt- μmv'(am) 

위의 등식에서 등식 (3.3) , (A.8) , 그리고 (A. 15)를 이용하여 첫 번째 등식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A.1O) , (A. ll) , (A.1 2)와 (A. 13)을 사용하여 두 번째 등식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부등식은 am = ft a*(t)h(t)dt와 v(.)가 볼록하다는 것을 이용하였다. 반면에 마지 
막의 부등식을 위해， 假定 5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A. 16)을 (A. 14)로 置換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A.17) PW" - P W';:;:: ft fx l{J(Zh, t)j(X I a*(t))h(t)따dt- ftL ψ(zm， t)j(x I am)h(t)dxdt 

= ft L l{J(Àm + pm 휴 (x I a*(t)), t)j(x I a*(t))h(t)뼈 

- frIx l{J(Àm + pm 꽂 (x I am), t)j(x I am)h(t)뼈 

x=a+(}이 므로 f(XJ I a*(t)) = f(x1 I am)와 자(XJ I a*(t)) =짜(x1 I am)은 x 1 = XJ + am - a * (t)를 만 

족하는 어떠한 x1과 XJ에 대해서도 참이다. 그러므로 x1 =XJ+ am-a*(t)를 만족하는 x1과 

xO에 의 하여 i: (XJ I a*(t)) = ~같_(x1 I am)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t에 대 하여 , 
f 

(A. 18) fx l{J(λ + pm 휴 (x I a*(t)), 柳 | 때)값 

= fx l{J(λ + pm뿐 (x I am), t)j(x I am)dx 

그러므로 (A. 17)과 (A. 18)로부터 마침내 다음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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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9) PW' ~Pwn. 

am을 유도하는 것이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는 最適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즉 am은 

aO보다 컸等하다) , 다음의 식 이 성 립 한다. 

Pwn~PWO. 

결과적으로 다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pW' ~p~에. 

補助定理 1의 證明:

먼저 SO(x, t) = 0언 경우를 생각해보면， 쇄 =0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 sO(x, t) > 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3. 1)에 의해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us(sO@, t), t) = -」--
zÜ(x I aO) 

위의 등식의 양 변에 ， t에 대한 導핍數를 도출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20) UsgP + Ust = 0. 

다시 (A.20)의 양 변에 ， x에 대한 도함수를 도출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21) (Usss쇄 + Usst)s~ + ussS~t = O. 

(A.20)을 이용하여 (A.21)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ι Usss ‘ " " 

t--τ-. - Ust + Usst)s'.{ + UssS씨 =u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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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定 1에 따라 갱뚫-=많「。1고 ， Uss < 0이므로， 써 =0를 도출할 수 있다 

補助定理 2으| 證明:

(3.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 u,(so(x, t), t)가 t에 대하여 獨立的이기 때문에， 다음 식 

을 얻을 수 있다. 

::12 그2 

-」L- u(sO(x, t), ” = -二-，- u(sO(x, t), t) = u색g. 
dxdt ,-"", dtdX 

假定 1에 따라 us > 0이고 補뼈定理 1에 따라 왜 =0이기 때문에 움 u(SO(x， t), t)는 X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다(즉 잃"(u(SO(x， t씨 =0) 部分 積分하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있다. 

j옮 fx u(so(x, t), t)ja(X I aO)dx 

=t옮u(SO(x， t), t)ja(x I aO)dx 

=옮u(SO(x， t), t)Fa(x I aO)함 -따 I aO) 옳u(SO(x， 씨@ 
=0. 

命題 2으| 證明:

補助定理 2로부터 줬r=괄r。1면 사후 정보 시스템에서의 최적해인 (SO(x, t), aO)는 

다음의 최적화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짧) ft fx μ -s(x, ηJfi:x I a)h(t)dxdt 

s.ι 

(i) ft fx u(s(x, t), t)j(x I a)h(t)dxdt - v(a) ~ D 

(ii) fx u(s(x, κ t)fa(x I a)hω값따 - v'(a) = 0, γt 
(iii) s(x, t) ;;:=: 0, V (x,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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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줬「=훨「라면 위의 프로그램에서 t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라인에게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하게 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반면에 그러한 제한이 

사전 정보 시스템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본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후 정보 시스템과 사전 정보 시스뱀의 최적화 프로그램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그러므 

로 바로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PH-ρ::; PW. 

그러나 命題 1에 따라 PlV!::; PW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效用핍數가 훨￡-=펠:를 만 

족할 때.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p lV! =PW 

이제 t에 대하여 aO "# a*(t)의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命題 1로부터 PlV! > PW을 

알 수 있고， 그래서 予眉이 존재하는 것이다. 

命題 3으l 證明:

(i) PW::; PlV!. 

命題 1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계에 따라서 쉽게 증명될 수 있다. 

(ii) PW :S; PW. 

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의 最適解인 (a*(t), s*(x, t))가 주어졌을 때， 

M낀) == Jtε 지 [Jx u(s*(x, t), t)j{x I a*(η)값 - v(a*(t))]h(t I 낀)dt， 

라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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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PlKR)= E. 

tE 낀에 대 해 (a*(t), S*(X, t))를 풀 수 있다는 것 에 주목하면 

M없) LE η L μ - S(X, t)Jfi:X I a(t))h(t I 낀)dxdt 

S.t. 

(i) ftE 지 [ fx U(S(X, t), t).f(x I a(t))따 - v(a(t))]h(t I 낀)dt~K(낀) 
(ii) fx U(S(X, η， t)fa(x I a( t))따 =v’ (a(t)) , γtE 낀 

(iii) S(X, t) ~ 0, γ(x， t ε 깐) 

第43卷 第4號

tE Tj가 주어졌을 때， 완전 사전 정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본인의 期待 利益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W(T;섣 ftET
i 
fx [X - S*(X, t)Jfi:x I a*(t))h(t I 낀)따따 

이 제 t ε Tj언 경 우에 (a'[' , S'['(X, t))는 다음과 같다. 

a? 三 ftET
i 
a*(t)h(t I 낀)dt， 

위의 식과 srcx， η를 이용하여 다음을 풀 수 있다. 

M없 ftE T, L [x - Sj(X, t)Jfi:x I 앙)h(t I 낀)dxdt 
s;(x,t) 

S.t. 

(i) L n L u(sμ， t), t).f(X I a'[')h(t I 낀)따dt- v(야)~K(낀) 
(ii) ftE η L U(Sj(X, t), t)fa(X I a'[')h(t I 낀)따'dt = v’(앙) 
(iii) S(X, t) ~ 0, γ(x， t E Tj) 

또한 tE Tj가 주어졌을 때 . (a7', s7'(x, t))에 대한 본인의 期待 利益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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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1(τi) 등 ftET)X [x-앙(x， t)]f\x I d[')h(t I 낀)따:dt. 

그러면 命題 1에 의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A.22) PW'(Ti) :S; PW"(TD, γTi• 

아래의 식에 의해 

N 

PW = EPlPW(젠， 

(A.22)로부터 다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A.23) 
^ N ^ 

PW' :S; PW넘 펀PiPW"(때 

N 

EPiHI)= D, {(aT， s;앙， t))}이 (4.1)의 모든 制約 條件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 LET, Ix 때'(x， t), t)j(X I aT)따dt - V(a'[')] ~ U, 

JtE T
j 
t U(s'['(X, t), t)fa(x I 댐')값dt= V'(，며')， 닝Ti’ 

그리고 

s'['(x, t) ~ 0, γ(x， t), γi.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A.24) PW" :S;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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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A.23)와 (A.24)를 결합하면，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았다. 

Pl1카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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