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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지향적 대리인과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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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외에서 상대임금을 비교하는 의미로서, 두 종류의 지위 지향적 대리
인의 효용함수를 역선택 모형에 적용한다. 기업 내에서 임금비교를 하는 효율
적 대리인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표준적 역선택의 생산량 격차보다
도 적은 생산량 격차를 초래한다(효율적 대리인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
우는 생산량 격차가 보다 증가). 한편, 비교대상이 기업 밖의 상대임금 비교는
표준적 역선택 모형보다 폭 넓은 생산량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기업
내외의 임금 비교와는 관계없이 지위 지향적인 대리인일 수록 양 타입의 사후
적 효용 격차가 커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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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 주체의 효용을 오직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의 증가함수로 설정하는 기본
적 가정 형태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표준적이다. 그러나 게임이론의 발전과 더불
어 실험/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보다 현실적 효용함수 형태를 최근에 제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큰 연못에서 매력 없는 개구리 왕자가 되기보다 작은 연못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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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개구리 왕자가 되고 싶다”고 애원(이 부분은 필자의 의역)1)하는 Ladies Home
Journal(1975)의 Sam Gross의 삽화를 Frank(1985; 머리말 전의 삽화기입)가 인
용하고 있다. 이는 효용 함수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양
식은 “keep up with the Joneses”라는 용어로 설명되듯이, 어떤 국가(Frank, 1985;
5의 예로서 인도)의 가장 부유한 계층을 제외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절대적 소
비수준을 대부분의 미국 빈민층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빈민층은 그
들의 소비수준에 대해 많은 빈국의 중상위 계층보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고 한다(Frank, 1985; 5). 본 논문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대 임금을 비교하는 효용함수를 도입하여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역선택 모형의 새로운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2)
최근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에서 경제주체의 효용에 관해서 본인의 임금뿐만 아
니라 상대의 임금에도 의존한다는 결과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론적 전
제를 많은 실증연구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Easterlin(1995, 2001)에 의하면, 한 국
가 내에서 개인의 임금수준의 증가는 행복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성장과 개인 행복은 강한 의미로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절대적 소득 수준보다 상대적 소득이 행복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석되
어지기도 한다. Hamermesh(1975)는 타인의 이득의 크기가 본인의 효용함수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에 의
하면, 직무의 만족도와 임금수준의 결정에서 비교그룹과 상대적 임금수준의 중요

1) 이러한 표현은, “寧爲鷄口無爲牛後(쇠꼬리보다 닭의 머리)” 또는 한국의 직설적 표현으
로 “심심한 천당보다 재미있는 지옥” 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2) 본 논문의 기본적 입장은－게임이론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증명하려는 심리학자
/사회학자와는 달리－실험결과의 규칙성을 확립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게임이
론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는 Camerer(2003, pp. 20-21)와 동일하다. 경제학 분야의
World Congress에서 발표되는 흐름을 보면, 1985년부터 매 대회 때마다 빠짐없이 행동
경제학 분야의 초빙 강연, 선행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중요한 흐름으로, 변화에 대한 효용
(reference-dependence preference: loss aversion, status quo bias, endowment effects), 타인에 대한 효용(사회적 선호: 형평성, 이타주의, 상호주의), 시간선호에 관한 효
용(dynamic inconsistency, hyperbolic discounting, self-control), 본인에 대한 이해
부족한 효용(self-image, self-esteem), 기대와 신념 형성의 판단에 관한 효용(confirmatory bias, gambler’s fallacy) 등 다양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본적 설명은 Camerer
et al.(2004)을 참고. 또한 최근의 행동경제학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는
Pesendorfer(2006), Fudenberg(2006), Rubinstein(2006a, b)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응용 가능한 경제학적 함의에 중심을 두면서, 상대임금비교의 경제적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행동적 가정의 배후의 심리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자들의 행동 선택에 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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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고 있다(Ree(1993), Clark(2003), Bewley(1999)). Clark and Oswald
(1996)에 의하면, 임의로 선택한 영국 노동자의 설문조사에서 절대적 임금수준과
노동자의 행복과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노동자 간의 소득비교가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보다 흥미로운 실증결과로서 Brown et al.(2005)은 조직 내의 지위에 의존
한 비교임금 만족도에 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3)
최근의 Groot and Van den Brink(1999)는 영국과 네덜란드, Luttmer(2005)는
미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효용은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
득이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중요한 실험결과로서 Zizzo
and Oswald(2001)는 상대방의 이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비용을 어느 정
도 사용하는가 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득 1달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험에 참가한 65%의 개인들은 평균적으로 25센트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기본적 동기는 경제 주체의 상대적 이득을 중시하는 효용함수를 역선
택 모형에 적용하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실증연구에서 상대 임금이 효용함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왔다. 하지만 상이한 타입 간의 상대임금
비교로 최적 임금과 생산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 실증적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역선택 모형에서 상이한 타입 간의 상대임금의 비교분석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타입에 의한 생산비용의 차이를 통해 임금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가,
역선택 모형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분석이다. 이하, 이러한
상대방의 임금이 대리인 본인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줄 경우를 넓은 의미에서 “지
위 지향적(status concerns 또는 status-minded)”이라고 하자. 기업 내부와 외부
의 지위 지향적 효용을 구분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의 상대임금 비교의 경우와 조
직 밖과 조직 내의 상대임금 비교로서 구분하기로 하자. 후자를 “대국 지위 지향
적(global status concerns)”이라고 하고, 전자를 “(국소) 지위 지향적((local) status
concerns)”라고 하자4).
한편, 상대적 임금 비교와는 달리, 대리인의 효용이 얼마만큼 이득으로 지불되
3) 본 논문은 각 경제주체가 상대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효용을 고려한다는 문제의
식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소개를 많이 생략하고 있다. 그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Brown et al.(2005)과 Luttmer(2005)의 참고문헌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4) 이러한 용어의 표현은 직관적으로 신분 지향적이라는 용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초기단계로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직 내의 국소적 지위 지향
적이란 용어를 단순히 지위 지향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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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관점과, 어떻게 임금이 지불되는가 하는 타인의 利害에 대한 선호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로 불리우면서 그러한 논리들도 발전되어 왔다
(Bolton and Ockenfels(2000), Fehr and Schmidt(1999, 2003, 2006)). 다시 말해,
상대의 물질적 이득에 시기심과 이타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용함수(즉, 사
회적 선호) 하에서의 에이전시 이론과 실증 분석들이 그러하다. 지위 지향적 효용
을 가지는 대리인이라는 설정 대신에, 임금수준이 낮은 대리인에 대해 고통(즉, 이
타적)을 느끼며, 임금수준이 높은 대리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는 효용함수를
고려하는 분석에는 Bartling and Siemens(2006), Rey Biel(2004), Demougin et
al.(2006), Englmaier and Wambach(2005), Grund and Sliwka(2005), Itoh
(2004), Siemens(2005)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효용함수는 상대방의
임금 수준보다 당사자의 임금수준이 많든 적든, 당사자의 임금에 대해 한계효용이
커다는 점이 상이하다. 즉,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효용 수준은, 타인의 임금 수준
이 증가하면 당사자의 효용은 감소하는 負의 관계를 상정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지위 지향적 대리인과 생산성의 타입은 두 종류에 한정
하고 있다. 그래서, 얻어진 첫 번째 결과는 “기업 내”에서 효율적 대리인 또는 비
효율적 대리인의 분포에 의해 생산량의 격차가 달라진다(이하, ｢효율적인 대리인｣
을 간단히 ｢G-type｣, ｢비효율적인 대리인｣을 ｢B-type｣라고 부르기로 한다). G-type
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G-type는 상대적 임금 수준에 매력을 느끼지 못
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는 기업은 대리인의 효용함수를 고려하여 타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 결과, G-type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
해 생산량을 저하시킨다. 동시에, B-type는 높은 상대적 임금수준에 매력을 느껴,
보다 많은 생산량이 달성된다. 그러나, G-type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그 효과가 역방향으로 진행되어 생산량 격차 폭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Gtype에게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서 G-type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용되
어지며, B-type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다 적은 생산량으로 지위 지향적 요인과
균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포가 동일하게 될 경우, 지위 지
향적 요인은 표준적 역선택 모형의 생산량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생산
량과 임금이 지위 지향적 요인을 통해 조정되어도, 종업원 분포에 따른 생산량 변
동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직 밖과 조직 안의 경제주체에 관한 상대임금 비교는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 논문의 두 번째 결과는, 본 논문의 첫 번째의 결과의
생산량 격차와 달라진다는 점이다.5) 즉, 표준적 역선택의 타입 간 생산량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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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 격차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G-type은 사회적으로 많은 생
산량으로 높은 임금에 대한 대국적 지위 지향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B-type의 경우, 보다 높은 대국적 지위 지향 욕구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으로 변
질되어 B-type의 생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B-type은 표준적 역선택 모
형의 생산량보다 작은 생산량을 달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기업
은 대국적 지위 지향적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임금설정을 한다. 첫 번째 분석 결
과와의 공통점은, B-type를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임금에 일종의 지위 지
향성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된 상대임금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보자. 상대 임
금 비교에 관해 이론적으로 주장한 Layard(1980)와 Frank(1984a, b, 1985)에 따
르면 동일 직장 내에서 동료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지위 지향적 요인
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Frank(1984a, b)에서 지위 지향적 요인이 임금설정의 형성
과정과 노력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Charness and Kuhn(2004)와 Fershtman et al.(2001,
2003a, b)은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 하에서 노력 수준의 설정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Fershtman et al.(2003b)는 Holmstrom
and Milgrom(1987)의 선형 임금형태를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에 적용하여 최적
노력 수준과 임금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생산성의 종업원으로 구
성되는 조직보다는 상이한 생산성의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지위 지향적 효
용함수로 인해 보다 많은 노력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또한, 지
위 지향적 대리인과 그렇지 않은 대리인 사이의 임금 격차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Charness and Kuhn(2004)의 기본 모형은, 상대방의 임금이 증
가하면 자신의 노력수준이 감소하는 형태로 가정하여7), 유인양립제약 조건을 무시
한 상이한 생산성을 가진 대리인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각 대리인의 높
은 노력 수준의 유도하기 위해 해당 대리인의 임금증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Kräkel(2000)에 의해 토너먼트 경쟁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할 경우, 표준
적 토너먼트 결과보다 많은 노력수준이 달성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8) 한편 Chen
5) 이러한 비교 그룹은 기업 외에 존재하는 동일 산업의 타 기업의 종업원, 상이한 문화배
경을 가진 계층 또는 타입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6) Fershtman et al.(2003b)에 의하면, 문화의 다양성이 제도상으로 보다 우월해진다는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
7) 즉, 노력수준  를       [  : 당사자의 임금,  : 상대 임금, b > 0 : 지위 지향
적 요인, a > 0]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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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sai(2005)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형이 혼합된 팀 생산의 경우, Che and
Yoo(2001)의 팀 생산 분석틀을 이용하여 상대업적평가(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의 이유를 지위 지향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적 계약의 형
태는 상대업적평가에 의존한 임금형태로서 팀원 간의 임금 격차를 감소시켜야 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Che and Yoo(2001)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정보
구조가 절대업적평가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지위 지향성으로 인해 최적 임금형태
는 상대업적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 복수 대
리인 설정인 팀 생산에서의 상대 임금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임금수준과 생산량
과의 관계를 역선택 모형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
의 대국적 지위 지향적 대리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또한,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역선택 모형에서 지위 지향적 대리인 간의 임금격차가 줄
어들거나 늘어나는 가능성과 대리인 분포의 임계점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다양
해지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하, 제 2절에서는 지위 지향적이면서 위험 중립적인 대리인의 효용함수 하의
역선택의 기본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 3절에서는 기본 모형의 최적해
와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결론과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기본 모형
기업과 종업원은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자. 각 종업원의 생산성에 따라,  단위의
생산 활동을 기업이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종업원 생산  에
따른 기업 가치  는 일계미분이 양의 함수 형태  ′  로 가정하자. 기업 가
치에 대한 함수의 대국적 형태는,  ′′  이며,   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이는 종업원의 타입에 상관없이, 양의 생산 활동이 보장하기 위해서,  ′ ∞ 라
는 가정과 생산은 항상 유한하다고 하자 lim  ′  .



 → ∞



기업이 관찰 불가능한 것은 종업원의 비용함수이며, 종업원의 타입이 단지 두
가지라는 점은 공유된 인식의 의미로서의 역선택 모형을 상정하기로 하자. 종업원
의 생산성 타입인      는    로서      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
8)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분석은 많이 축척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영역을 넘는 부분
이여서 Stark(1990)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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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효율적인  종업원｣을 간단히 ｢G-type｣, ｢비효
율적인  종업원｣을 ｢B-type｣라고 부르기로 한다.9) 종업원은 생산량 를 생산하
기 위해 타입에 의존한 효율적 비용함수      의 확률이  로 주어진다고
하자(물론, 비효율적 비용함수     의 확률은    라고 하자). 생산 활동
후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임금 수준을  라고 하자. 또한 종업원의 금전적 수입인
임금  에서 비용을 뺀 효용을           로 주어진다.
본 논문의 중심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동료보다도 높은(또는 낮은) 임금을 받
는 것으로 종업의 효용(또는 불효용)이 도출되는 효용함수를 가정하기로 한다. 동
일 직장 내의 동료를 의식하는 종업원의 지위 지향적 효용을
                         

(1)

로 정의하기로 하자.10) 물론, 동료의 임금 수준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임
금이 극한적으로 작아지는 경우는 배제하기로 하자. 식 (1)에서 종업원 의 효용은
자기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임금 수준도  의 효용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주의 할 점은 상대의 임금 수준,  보다 자기 임금수준  가 많든 적든, 자기
의 임금에 대한 한계효용은 커다는 점이다.  의 값은 자기의 임금뿐만 아니라 상
대방 임금을 비교할 때  에게 영향을 주는 척도를 의미한다. 물론    이면 절대
적 임금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도 효용함수에서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한    가 성립한다면, 종업원  는 본인의 임금보다 상대적 임금을 보다 더 중시
9) 효율적 종업원을 good type, 비효율적 종업원을 bad type으로 생각하여 표현의 간소화
를 위해 ｢효율적인  종업원｣을 ｢G-type｣, ｢비효율적인  종업원｣을 ｢B-type｣로 부르
기로 한다.
10) 이러한 효용함수는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효용함수와도 유사한 경우이기도 하다.
즉 외부성의 요인을 지위 지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
에 감사를 표한다. 한편, Fehr and Schmidt(1999, 2003, 2006)의 불형평 회피(inequity averse)의 효용함수를 간단히 살펴보자. 본인의 이익을  , 상대의 이익을  라고
하면,
                        ≥   ≤ 

(*)

로서 효용함수를 생각하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에서 직접적인 효용  
      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의 차이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 (*)에서,  보다 적은 부분을 이득,
 보다 많은 부분을 손실로 생각하는 가정이 본 논문의 효용함수의 설정이다. 만일 세
번째 항의  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라면, Fehr and Schmidt(1999, 2003, 2006)
의 효용함수와 유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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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용함수에 관한 마지막 주의점으로      이라면 상대
적 의미보다는 본인의 절대적 임금에 관한 지위 지향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라
고 하겠다.
이하 본 논문에서 다루는 기본 모형의 시간적 전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
여 진행된다. 우선 제 1기에 기업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적 정보가 종업원에게
알려진다. 이때 만일 타입이  (또는,  )라면, 각 생산  (또는,  )에 따른 종업원
의 임금을, 기업이     와 같은 계약메뉴를 제시한다. 메뉴 제시를
관찰 한 후, 종업원은 계약을 거부 할 것인가, 계약을 체결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종료되며, 기업과 종업원의 이윤은 제로가
된다. 제 2기에 종업원이 계약을 체결 한다면, 그는 계약에 명시 된 내용에 따라
생산 활동에 참가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 각자의 지위 지향적 효용을 가진다. 마지
막으로 생산량이 확정된 후에 종업원의 임금이 결정되면서 그들의 효용함수로부
터 효용이 주어진다. 물론, 기업 이익도 정해진다.

Ⅲ. 분석 결과
1. 벤치마크
최종 생산량

 을

제조하기 위해 기업이 종업원에게 생산을 위임하는 전형적인

역선택 문제를 벤치마크로서 살펴보기로 하자. 즉, 본 소절에서는 상대임금을 고려
하는 역선택 분석을 하기 전에, 절대적 임금만을 고려하여 사적 정보의 존재의 유
무에 의한 역선택 모형의 두 가지 경우의 해(solution)를 살펴보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 임금수준만을 고려하는 G-type와
B-type의 최선의 생산 수준은, 기업의 한계생산과 각 종업원이 재화를 생산함으
로 발생하는 한계 생산성  와 일치한다. 따라서 각 종업원의 최선(first-best)의
해(상첨자의  를 최선의 해로 표기)는  ′ 
     로 표현된다.
한편, 계약 경제학의 전형적인 교과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전적 의미에서
종업원이 이미 자기의 타입을 알고 있을 경우, G-type의 유인양립제약 (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IC)이 등식(binding)으로 성립하는 동시에, B-type의
참가제약 (participation constraint; PC)도 등식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지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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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이 없을 때의 사적 정보의 존재에 의해, G-type의 한계생산은 최선의 비용
 ′ 
  

(2)

과 일치한다. 그러나, B-type에 관한 기업의 한계생산(이하, 수식에서 지위 지향
적 개념이 없을 때의 사적 정보의 존재로서 차선(second best)의 해를 상첨자 
로 사용)은 최선의 비용보다 많이 소요되는






 


 ′  
            where  ≡     

(3)

의미에서 차선의 정책이다.

2. 조직 내에서 지위 지향적인 대리인
종업원은 자신의 타입을 알고 난 후 계약에 참가하며, 상대 임금수준을 비교하
면서 자기 자신의 효용크기를 생각하고 있다.
식 (1)의 효용함수 하에서, 종업원의 참가제약조건  은 유보임금을 제로라
고 상정할 때
            ≥ 



            ≥ 



를 만족해야 한다. 종업원의 선호에 따라 기업이 계약메뉴를 제시하는 형태로 표
현 가능하다. 따라서 현시원리(revelation principle)11)를 이용한 메커니즘 설계 프
로그램    은

                          




s.t.   and
            ≥            



            ≥            



11) revelation principle의 번역으로 “현시원리”라는 용어 사용은 왕규호․조인구(2004, 제
11장)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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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유인양립제약조건  는, G-type이 사실대로 자기 타입을 보고하
여 받는 임금 w 0 에 의한 효용이, 거짓으로 보고하여 얻는 임금 w 1 에 의한 효용
보다도 높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은 B-type이 자기의 타입을 정직하게 보고
할 때의 효용이 높아야 한다.12)
프로그램    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풀 수 있다. 우선, 
을 일시적으로 무시하여, 사후적으로  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논리는 표준적 역선택 분석 방법론과 동일하다. 즉,  과  을 만족하는 조
건은
            ≥                         

(4)

을 의미한다. 식 (4)는  를 만족하고 있어서 제약식  을 무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은 등호로 성립한다. 왜냐하면 부등식으로 이 성립한다면 기업
이 x 0 - x 1 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제약 조건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x 0 와 x 1 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은 등호로 성립한다. 만일  이 부등호로 성립한다면,  의 생산
량을 유지하면서 기업은 G-type의 생산량  증가를 지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호로 성립하는 제약조건을 프로그램    에 대입하여 얻어지는 최
적 생산량과 임금을  과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얻게 된다.
명제 1 : 종업원의 효용은 식 (1)로 성립한다고 하자. 기업의 최적 생산량과 종업
원의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만일    (또는,    )이라면, G-type의 생산량에 관한 일계미분은

12) 조직 내에서 지위 지향적일 경우, G-type(또는 B-type)이 실현되지 않은 B-type(또
는 G-type)의 임금에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형태를 제시 받는 시점에서, 각 종업원이 자기의 타입에 대해 거짓 보고로 인한 지위
지향적 효용 함수 하에서 효용 증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계
약을 제시하는 의뢰인(principal)이 선도자로서 계약을 거부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
가 만의 선택의 여지를 대리인(agent)에게 제시하며, 대리인은 그 계약을 주어진 것으
로 생각하는 스타켈버그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를 가지는
대리인은 계약을 제시받는 순간에 각 타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효용함
수에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택하고 있다. 이에 관해 왕규호 교수님의 지적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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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  
  
  


(5)



으로 성립한다. 그 결과 G-type의 생산량은   
 (또는,    )가 성립한다.

(ii) 만일 p < 1/2 (또는, p > 1/2 )이라면, B-type의 생산량에 관한 일계미분은
   
    







 


 ′      또는   ′  
    

(6)



으로 성립한다. 그 결과, B-type의 생산량은,   
 (또는,    )이 성립한다.


(iii)    이라면,   
 과    가 성립한다.

(iv) B-type의 임금은
   
      
  

(7)

가 된다.
(v) G-type의 임금은
   
      
  

(8)

가 된다.

증명 : 식 (5)에서 우변의  의 계수가 표준 역선택  의 계수인 1과 크기를 비교하여






 

  ⇔  

   




라면,  ′   ′ 
  ⇔    가 성립한다(반대는 반대). 같은 논리로 식 (6)에서

우변의  의 계수를 표준 역선택(식 (3)을 참고)  의 계수인    와 비교하여
  



⇔ 

    
 




라면,  ′ 
    ′   ⇔    가 성립한다(반대는 반대).



  

생략한  는, 등식으로 성립하는  와,  ′   ′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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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가 성립하기 때문에,  는 무시할 수 있다.

Q.E.D.

명제 1의 여러 결과에 관한 간단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인 표준 역선택 모
형과 달리 최적 생산량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지위 지향적 요인이 표준 역선택
모형과 달리 생산량의 격차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증가, 감소, 동등하게 되는 경우
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명제 1의 임금 부분에 관해 살펴보자. B-type는 생산비용에 관해     
   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이는 종업원을 생산 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해, 지

위 지향적 부분의 일정액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지위 지향
적 프리미엄이 식 (7)의 오른쪽의 두 번째 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G-type는
B-type 임금에 지위 지향적 임금분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 간의
임금 형태는 α 존재가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즉, 임금 격차는
    
        
  

(9)

로 표현된다.
명제 1의 결과를 통해서 최적 생산량의 변경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설명의
간소화를 위해서    경우, ｢G-type 효과｣라고 하자. 또한, 반대의 경우는 ｢B-type
효과｣라고 하자. 조건    하에서 G-type 생산량이 최선의 수준보다 작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관적으로 G-type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G-type
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여도 상대적 임금 수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는, B-type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B-type은 생산량을 증가시켜 높은 임금을 받으려는 상대적 임금 수준에 매

력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
   라는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은 G-type의 생산량을 저하시키면서 G-type의 정보 렌트를 절약할 수 있다. 동
시에, 기업은 G-type의 생산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B-type의 생산을 증가시키면
서 B-type의 지위 지향성 프리미엄을 절약하고 있다. 그 결과, ｢B-type 효과｣는
각 타입의 생산량 격차를 줄이면서, 기업에 있어서 각 타입의 지위 지향성 프리미
엄과 정보 렌트를 절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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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 경우를 살펴보자. 즉, G-type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
데, 기업은 G-type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G-type 분류에서 뒤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전제로 기업은 G-type의 생산량 증
가를 유도하면서 G-type의 임금에 정보 렌트를 추가하는 형태로서 임금수준을 결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type의 정보 렌트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은 B-type의 생산량을 보다 감소시켜서 B-type를 계약에 참
가시키기 위해 일종의 지위 지향적 프리미엄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기업의 행동으로 
 보다 B-type의 생산량이 더욱더 감소하고 있다. 즉, B-type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 결과,   라는 조건은 표준적
역선택의 경우보다 타입 간의 생산량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현상은 Kräkel
(2000)이 주장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보다 많은 노력수준을 달성하려는 인센
티브 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type 효과와 관계없이   이라면 표준적 역선택 모형의 생산량과 동
일하게 된다. 즉, 지위 지향적 요인이 생산량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조건을 제외하고는 각 타입의 생산량을 여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산량을 변경시킨다. 즉 지위 지향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의 조
건이 성립하면 표준적 역선택 모형과 동일한 생산량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임금수준은 명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로 인해 보다 많은 노력수준을 달성한다는 Fershtman et
al.(2003b)분석이 명제 1의 조건    하에서 G-type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조건    하에서 B-type의 생산량 증가와 감소의 경우가 본 논문에서
파악되지만, Fershtman et al.(2003b)은 그러한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Frank(1984a, b, 1985)에서 지위 지향적 요인이 생산량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다. 하지만, 본 논문은 조직 내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지위 지향적 요인이 생산
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Fershtman et al.(2003b)
과 Frank(1984a, b)가 설명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설명 가능해진다.
명제 1의 요약으로서, G-type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각 타입의 생산량 격
차는 줄어든다. 이 효과는 의 수준과 관계없이 G-type는 생산량을 최선의 수준
보다 낮추며, B-type는 생산량을 
 보다 증가시킨다(반대는 반대). 동시에 α의
증가로서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이러한 설명은 Frank(1984a, b)의 임금 격차의
감소효과와 더불어 생산 격차도 설명된다. 또한 Frank(1984a, b)가 지적하지 못하
였던 그 반대의 경우도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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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는 가 커지면 커질수록 타입별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기업의 이윤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사후적 종업원의 이득 비교가 가
능해진다.            라고 정의하면,
   
                    
  
             

가 성립한다. 물론  ≥ 의 가정으로   가 성립하고 있다.
한편, 상대임금 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값이 기업 이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를 살펴보자. 명제 1에서 주어진  를 기업 이윤함수에 대입하여, 포락선 정리
(envelope theorem)를 적용하여 에 관해서 미분하면
    



         if and only if  ≥ 



  

(10)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일때, 상대임금의 비교 수준이 커질수록
기업 이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G-type 효과가 상대적으로 기업 이윤 측
면에서 正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제 1의 B-type 효과에 의해서, G-type의 과소
생산과, B-type의 생산량 증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위 지향적 종업원일
수록 B-type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생산량의 격차를 더욱 폭 넓게 유지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
이다. 식 (10)이 의미하는 점은,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 하에서, 의 존재는 기업에
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교정학 측면에서 가 커지면 커질 수록  는 감소
하며,  은 증가한다. 또한 가 증가하면  ′ 는 작아지고 있다. 즉,   이라
면 기울기  ′ 은  의 증가,   이라면  의 감소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가
증가하면,  는 증가하면서 가 증가한다. 한편 가 증가하면,  는 감소하지만
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효과가 기업 이윤을 의 증가

함수 관계로 성립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앞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
를 얻게 된다.
명제 2 : 종업원의 효용은 식 (1)로 성립하며,  ≥ 라고 하자. 기업 이윤은 지위
지향적 요인 의 증가함수이다. 또한,   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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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의 의미로서, 가 커지면 임금 격차와 효용 격차는 작아진다. 이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효용격차도 줄이면서 기업 이윤을 증가 시킬 수 있다.

3. 대국적 지위 지향적인 대리인
앞 소절의 명제 1과 명제 2는 자기의 임금과 상대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는 국소
적 의미에서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의 설정을 분석하였다. 본 소절에서도 임금비교
로 종업원의 효용을 고려하지만, 그 비교대상은 기업 밖의 각 타입의 임금이라고
하자. 이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가정은 기본 모형과 동일하다고 하자. 이러한 비교
그룹은 예를 들어 기업 외에 존재하는 동일한 나이 또는 상이한 문화를 가진 계층
또는 타입, 상이한 문화배경 주체 들이 그러한 예라고 하자.13) 이는, 보다 넓은 의
미에서 상대임금의 비교대상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업이 비교대상을 조
작하는 것도 곤란하다.
같은 업종의 타사의 종업원(또는 다른 민족 등) 임금을 비교하는 해당 기업 종
업원의 대국적 지위 지향적 효용은
                           

(11)

로 가정하자.  는 각 타입이 비교하는 기업 밖 비교그룹의 평균 임금이라고 하자.
앞 소절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편의상      라고 가정하자.
식 (11)의 효용함수 하에서, 종업원의 참가제약조건은 유보임금 수준을 제로라
고 상정할 때
            ≥ 



            ≥ 



를 만족해야 한다.
종업원의 선호에 따라 기업이 계약메뉴를 제시하는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
서 메커니즘 프로그램    는
13) 보다 현실적인 예로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뉴욕에 위치하는 30대 은행의 지점
장과 뉴욕에 위치하는 50대 은행의 지점장의 임금 비교보다는 비슷한 업무 환경에 있
는 보스톤의 30대 지점장과의 비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경제학 교수의 직급이지만,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의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도 본 논문의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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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and
            ≥            

 

            ≥            

 

로 표현된다. 유인양립제약조건인   는 G-type의 비교그룹의 평균임금   과
비교하여, G-type가 B-type로 허위로 보고하여 비교그룹의 평균임금  과 비교
할 때보다도 이익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편,   은 B-type이 자기의 비교
그룹의 평균임금   와 비교하여, B-type가 G-type 비교 그룹의 평균임금  와
비교할 때보다도 효용이 약한 의미에서 많은 효용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기업 최적화 프로그램    을 고려해서 표준적 역선택의
분석과 동일하게, 우선   을 무시하고 사후적으로 성립한다는 확인 작업을 거
친다. 우선  과   을 만족하는 조건은
            ≥                      

(12)

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식 (12)는  를 만족하기 때문에 제약 식  을 무
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은 등호로 성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등식으로

 가 성립한다면 기업이

   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제약 조건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와  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은 등호로 성립한다. 만일   이 부등호로
성립한다면,   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기업은 G-type의 생산량  증가를 지
시할 수 있다. 등호로 성립하는 제약조건을 프로그램    에 대입하여 얻어지는

최적 생산량과 임금을 
 과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얻게 된다.

명제 3 : 종업원의 효용은 식 (11)이 성립한다고 하자. 기업의 최적 생산량과 종업
원의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G-type의 생산량은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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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한다.
(ii) B-type의 생산량은



















 ′ 
          ′        ⇔     

(14)

이 성립한다.
(iii) G-type의 임금은

   
   
 
  


(15)

가 된다.
(iv) B-type의 임금은
    


 




(16)

가 된다.

증명 :  ′ 
  의 비교는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생략한    는, 등식으로 성립하

는   와, 가정    을 이용하면     
    가 성립한다. 그

래서,   는 무시할 수 있다.

Q.E.D.

명제 3의 시사점으로 표준적 역선택의 각 타입 간의 생산량 격차보다, 대국적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가 적용되는 각 타입 간의 생산량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명
제 3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서,       만큼의 한계효용이 G-type로서
최적 생산량을 최선의 수준보다 높게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B-type의 최적 생산
량은 임금에 대한 한계효용보다는 더 많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식 (14)에서
확인가능). 기업은 G-type 생산이 최선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B-type을 생산
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임금에 대한 한계효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등식으로 성립하는 B-type의  과 임금수준 
 에서 확인가능하다.
즉, 표준적 역선택의 최적해와 비교하면, G-type과 B-type의 임금은 공통적으로
일정부분,     이 임금으로서 조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외의 경제주
체에 대한 상대임금 수준을 최적 임금부분에 반영하고 있다. 단, 명제 1과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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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임금의 비교대상이 기업 밖이라는 것이다. 임금 비교대상의 차이로 인해, 타
입의 분포에 따른 생산량 증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제 3의 중요한 결론이다.
한편,  존재가 기업 이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자. 명제 3에서 주어
진 
 를 기업 이윤함수에 대입하여,  에 관해서 미분하면







 
                

 
  

을 알 수 있다. 상대보다 임금이 많거나 적어도, 조직 밖의 임금을 비교하는 효용
함수 하에서,  와 기업 이윤과는 증가함수인지는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에 관한 직관적 설명은 앞 절의 경우와 다른 경로를 거친다.  가 증가할수록 각



임금수준  
 와   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 증가할수록 기울기  ′    와  ′   

은 감소하고 있다.  가 증가하면 B-type의 생산은 
 로 생산의 효율성이 개선되
며, G-type의 생산은 
 에서 점점 그 생산 효율성이 악화된다. 이러한 효과가 기
업 이윤이  의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정확히 설정해주지 못한다.
임금으로서 식 (15)와 식 (16)은 기업가치   와 관련하여,    의 비율로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서 G-type의 정보 렌트가 
    로서 조정되
며, 임금격차는

         
   


 
    


(17)

와 같이 계산된다. 앞절 식 (9)으로부터        와 비교하면, 

의 증가는      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의 임금 격차를 증가시키

고 있다. 이는 기업 내외의 상대임금 비교로 인한 기업의 임금 격차 정책이 달라진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제 3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서,  존재는 기업이 타입별 임금 격차를 늘리면서




사후적 종업원의 효용 격차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라

고 정의하면,




   ,    




⇒ 
       


로서 
     가 성립하고 있다. 각 종업원이 대국 지위적 지향 효용함수를 가

지는


경우, 
 ≦  의 관계가 성립하면 인센티브 양립적이라는 성질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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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이 자명해 진다. 즉, 
   가 성립하는 이유는 배리법 증명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  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임금수준이 높은 G-type

는 자기 타입을 위장 표명하려는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G-type는
B-type보다도 많은 효용수준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일 B-type가
정직하게 자기의 타입을 표명함으로써 G-type보다도 높은 효용수준의 확보가 가
능하다면, G-type는 자기 자신의 타입을 B-type로 위장보고해서 보다 높은 효용
수준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 결과, 현시원리가 적용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이 앞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얻게 된다.

명제 4 : 종업원의 효용은 식 (11)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 결과, 
   의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가 증가하면 효용수준의 격차와 임금 수준의 격차는 커
진다.
명제 2와 반대되는 명제 4의 의미로서,  가 커지면 임금 격차는 커진다. 그러나
외부 임금 비교 대상인   의 존재로 기업 이윤이  의 증가함수인지는 불분명하다.

Ⅳ. 결론
본 논문은 기업 내외에서 상대임금을 비교하는 지위 지향적 대리인의 효용함수
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역선택 모형에서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효율적 대리인과 비효율적 대리인 사이의 임금구조와 생산량은 표준적 역선택 모
형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기업 내에서 효율적 대리인 또는 비효율적 대리인의 분포에 의해 생산량
의 격차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한 생산량의 격차는 지위 지향적 요인이 생산량과
임금을 통해 여러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내에서 효율적 대리인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 기업의 임금 격차 조정이 표준적 역선택의 생산량 격차보
다도 적은 생산량 격차를 초래한다(반대는 반대). 그러나, 기업 밖의 경제주체와의
상대임금비교는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로 인해 생산량의 격차가 달라진다. 비교대
상인 기업 밖의 변수는 내부 기업으로서는 조작할 수 없는 현상이 단순히 지위 지
향적 요인을 주어진 외부 상대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내부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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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준적 역선택 모형보다 폭 넓은 생산량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기업 내
외의 상대 임금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공통점으로서, 지위 지향적 요인이 증가할
수록 효용 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역선택 모형에서 지위 지향적 요인으로 인해 표준적 역선택 모형과 다른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적해의 변화는 대리인의 지위 지향적 효용함수에 근
거를 둔 결과들이기도 하다. 이론적 결과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현실의 실증결과들이 더욱더 축척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조직 내의 상대임금 비교에 관한 팀 생산 조직에서 인센티브 정책도 보완 수정되
어야 할 부분이라도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종업원과 수평적 지위 지향적 요인
이 주된 분석이였다. 그러나, 구체적 계약 형태의 제시로서 기업의 행동이 종업원
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게 될 경우, 종업원의 수직적 인센티브 변경요인은 관찰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 내외의 수평, 수직적 지위 지향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 제공은 Ellingsen and Johannesson
(2005)과 Sliwka(2006)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위 지향적 인센티브
의 이론적 발전이 필요한 부분 또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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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Concerns and Adverse
Selection
Kangsik Choi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cal (resp. global) status concerns in
adverse selection problem, where workers compare their wage to the
wage of other workers within same firm (resp. industry). To examine
the effects of status concerns, we define the status concern that represents the psychological cost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ent’s
utility function. Based on these assumptions, the efficient agent produces less outputs than the first-best level, while the inefficient
agent produces more than the second-best level of standard adverse
selection output if the proportion of efficient agent is relatively large
within same firm and vice versa. However, the efficient agent always
produces more outputs than the first-best level, while the inefficient
agent produces less than the second-best level of standard adverse
selection output within same industry. Although the production spread
between the utility functions under status concerns varies, the spread
of the ex post information rent goes wider as the degree of status
concerns increases.
Keywords：Local and Global Status Concern, Relative Wage, Adverse
S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