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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 경제구조가 복잡·고도화되면서 군집행동(herd behaviour)과 같은 비
합리적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
ㅇ 개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주류적 접근법인 기대효용이론, 게임
이론 등은 정보취득 비용, 인지능력 제약 등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
⇒ 본 연구는 제한적 합리성 연구에서 널리 적용되는 satisficing 원칙
에 기초한 행동규칙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 행동규칙이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
(

*

*

(

경제주체는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 충분히 높은 효용(satisficing level)을 주는 선
택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1947년 H. Simon(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 최초 제안

분석 방법 )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action)에 의해 보상
(payoff)이 결정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하며, 현재 행동에 만족
(satisficing)할 경우 다음 의사결정시 동일한 행동을 선택
ㅇ 의사결정자의 상태 (state)는 만족수준 (), 현재 선택된 행동 (),
현재 행동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며,  ≥ 인 경우 현재 행동
에 만족
ㅇ 현재 행동에 대한 평가 ()는 과거 보상의 가중합으로 결정되며,
현재 행동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 만족수준을 낮추고 다음
의사결정시 새로운 행동을 선택
― 기존 satisficing 행동규칙들은 만족수준이 과거 보상의 가중합
으로 결정되며, 현재 보상이 이보다 큰 경우 만족한다고 가정

□ Satisf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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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satisficing 의사결정자는 때때로 현재 행동의 만족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만족수준을 높여 보상 수준이 높은
행동을 탐색

의사결정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 행동규칙으로 정의되는 마코프 프로세스(Markov process)의 불변
분포 를 도출

□ Satisficing
*

*

마코프 프로세스의 불변분포(invariant distribution)는 상태집합에 대해 정의되는 확룰분
포이며, 프로세스가 장기적으로 특정 상태(행동)에 놓일 확률을 나타냄

주요 결과 )
□ 개인 선택문제(일정한 확률분포에 따라 각 행동에 대한 보상이 결정)에서 satisficing
의사결정자는 maximin 행동 을 선택
(

*

*

최저 보상(각 행동에서 얻게 되는 보상 가운데 가장 작은 보상)이 가장 큰 행동

이는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 위험회피 효용함수 등이 없는 satisficing
의사결정자가 불확실성하 선택에서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냄을 의미
□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비협조 게임(non-cooperative game)에서 satisficing 의
사결정자들은 ‘모두 비협조’하거나 ‘모두 협조’하는 행동 을 선택
ㅇ

*

모두 비협조’는 내쉬균형이고, ‘모두 협조’는 내쉬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보다 보상
수준이 높음

* ‘

ㅇ

ㅇ

이는 다수의 비협조 게임 실험에서 2개 결과(‘모두 비협조’,‘모두 협
조’)가 모두 관찰된다는 실증결과에 부합
성대결(Battle of the Sexes)과 같은 조정 게임(coordination game)에서는 최적
결과(Pareto optimal outcomes)중 하나를 달성

시사점 )
□ 본고에서 제안한 새로운 satisficing 행동규칙은 위험회피, 비협조 게임에
서의 협조 등 실제 의사결정 행태를 잘 나타내며, 향후 제한적 합리성
가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경제모형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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