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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 Hart와 Bengt Holmström, 2016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
* 정식명칭은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으로 스웨덴중앙은행이 1969년부터 수여

◆ 2016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미시경제학의 핵심적인 이론분야의 하나인 계
약이론(Contract Theory)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Oliver Hart 교수(68세)와
Bengt Holmström 교수(67세)가 공동수상
ㅇ 노벨 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수상자들의 계약이론 연구가 실생활속의 계
약과 제도, 그리고 계약에 내재된 잠재적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분석도구로 활용되어 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2016.10.10일 한국시간 18:45 발표)
* 올해는 Per Strömberg (Chairman), Mats Persson, Tomas Sjöström, Jakob Svensson,
Peter Gärdenfors, Torsten Persson (Secretary)로 구성

◆ Oliver Hart 교수 주요약력
ㅇ 영국 London 출생 (1948)
ㅇ 미 Princeton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74)
ㅇ 미 Harvard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3~현재)
ㅇ 미국 법경제학협회 회장, 전미경제학회 부회장으로 역임
◆ Bengt Holmström 교수 주요약력
ㅇ 핀란드 Helsinki 출생 (1949)
ㅇ 미 Stanford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78)
ㅇ 미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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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상배경

□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와 기업지배구조, 헌법 및 정
치학 등 여타 사회과학에 중요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바,
ㅇ 수상자들의 연구로 인해 금융계약조건(financial terms) 뿐만 아니라 재산권
(property rights), 의사결정권(decision rights) 등의 배분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이 마련됨
ㅇ 또한 계약이론은 실증적(positive)인 동시에 규범적(normative)*인 것으로,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계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민간시
장과 공공정책에서 더 나은 계약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을 줌
* 실증적(positive)인 분석은 객관적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서 검증이 가능
한 분석인 반면 규범적(normative)인 분석은 주관적이며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분석

<참고>

계약이론(Contract Theory)
ㅇ 현실 생활 속의 계약들은 대부분 누가 언제, 얼마만큼을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명시
하는 것임
— 예: 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 고용계약에서는 기본급, 성과급, 고용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
ㅇ 이는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 주인은 대리인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를 감시하지는 못하지만 성과는 관찰할
수 있음. 이때 주인-대리인 관계는 고용주-피고용인, 보험회사-보험가입자 등
에서 성립함
ㅇ 최적 보상체계(optimal compensation)는 위험(risk)과 유인동기(incentive)간 균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보험은 가입자의 경솔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손실을 보상하
지 않으며 고정급과 성과급간에도 균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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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업적

□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급 제도 고안) 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에서 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
problem) 해결을 위한 성과급 지급(paying for performance) 제도에 대한 연구

발전에 기여
ㅇ 사회 후생 또는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성과 척도(performance
measure)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 (Holmström, B., 1979,“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Bell Journal of Economics 10)

ㅇ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dynamic moral hazard) 문제, 대리인
이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multi-tasking)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
여 도덕적 해이 문제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일반화 하는데 기여*
* Holmström, B., 1999,“Managerial Incentive Problems: A Dynamic Perspective,”Review
of Economic Studies 66 ; Holmström, B., and P. Milgrom, 1991,“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7

□ (불완전 계약이론 고안)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 problem) 해결을 위해
계약이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상세하고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불완전 계약 이론(the theory of
incomplete contract)을 고안

ㅇ 성과의 척도(performance measure)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에 어려
움을 겪거나 계약 실행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 계약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예: 연구개발(R&D) 성과 측정의 어려움

ㅇ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권(decision right) 또는 재산권(property right)을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사회후생 또는 주인(principal)의 이윤을 높일 수 있음을 보임*
(Grossman, S., and O. Hart, 1986,“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 예: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용 권리를 주인과 대리인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대리인
에게 최적의 연구 유인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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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리인만 생산적 행위를 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일반화하여, 다수의 당
사자가 모두 생산적 행위를 하고 재산권을 나누어 가지는 모형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재산권 분배가 사회후생이나 당사자들의 이윤
을 높일 수 있음을 보임*
* Hart, O., and J. Moore, 1990,“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 (금융마찰모형의 기초로 활용) 계약이론은 나아가 금융기관내의 주인-대리인
문제, 정보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감안한 최적 계약설계로 응용되어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s) 모형의 기초로 활용됨
ㅇ 금융마찰 모형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 of financial frictions)*는 금융
중개기관의 계약관계에 기초한 DSGE 등 거시경제모형 설계에 널리 이용됨
* Hart, O., and J. Moore, 1994,“A theory of debt based on the inalienability of human
capital,”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 Holmström, B., and J. Tirole,
1997,“Financial intermediation, loanable funds, and the real sector,”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Ⅲ

언론매체 반응

□ Guardian 등 유수 언론들은 사실 위주로 보도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ㅇ Guardian은 Paul Krugman(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 Dani Rodrik(Harvard
대 교수, 2002년도 노벨상 수상자), Justin Wolfer(University of Michigan
교수) 등이 twitter를 통해 오래 전에 당연히 수상했었어야 한다고 두 사람
의 수상을 크게 환영하였음을 소개
ㅇ Financial Times는 Hart 교수가 지난 해 수상자인 Angus Deaton에 이어 연

속하여 두 번째 영국 출신 경제학자 수상자라고 소개
ㅇ Reuters는 Per Strömberg(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교수, 노벨상 위

원회 구성원)이 계약이론을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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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올해 수상자 발표 이전에, 언론에서는 Paul Romer 뉴욕대 스턴 경영대
학원 교수, Olivier Blanchard MIT 경제학과 명예교수, Edward Lazear 후버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및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 그리고 Marc Melitz 하버
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수상자로 예상하고 있었음
ㅇ 특히, Paul Romer 교수의 경우에는 뉴욕대(NYU)가 6일 오전(한국시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스턴 경영대학원 커프먼 센터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수 시
간만에 이를 바로 삭제함으로써 올해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회자된 바 있음

<언론에서 예상한 2016 수상자 후보>
이름

소속

(국적)
Paul Romer
(USA)
Olivier Blanchard
(France)

연구분야

New York University

지식·혁신을 성장의 요인으로 고려한
성장동력이론 개발(내생적 성장이론)

MIT
Peterson Institute for

경제변동 및 고용의 결정 요인 분석

International Economics

Edward Lazear

Hoover Institution

인사경제학이라는 독창적 분야의 발

(USA)

Stanford University

전에 기여

Marc Melitz
(USA)

Ⅳ

Harvard University

기업의 이질성 및 국제 무역에 대한
선도적 연구

수상자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내역

□ Oliver Hart 교수는 2014년 9월 한 달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SK 석좌교수로
방한하여“계약과 조직이론(학부)”, “고급미시경제론(대학원)”등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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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20년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상년도

2015

이름

소속

(국적)
Angus Deaton
(United Kingdom)

수상 연구분야
Micro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으로
개인의 선택과 사회 소득 총액을 연결
Industrial Organization,

2014

Jean Tirole

Toulouse School of

Microeconomics

(France)

Economics

- 산업별로 상이한 독과점 시장
규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Eugene Fama
(USA)

University of Chicago

Lars Peter
2013

Hansen

Financial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 자산 가격의 실증적(empirical)

(USA)

분석에 기여하여 자산 가격

Robert J.

이론의 기초 수립

Shiller

Yale University

(USA)

2012

Alvin E. Roth

Stanford University

Applied Game Theory

(USA)

Harvard University

- 이해관계자 간 안정적 자원배분에

Lloyd Shapley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한 이론 및 제도설계 방식에

(USA)

Los Angeles

관한 연구

Thomas Sargent
(USA)

New York University

- 경제정책과 서로 다른 다양한

2011
Christopher Sims
(USA)

Macroeconometrics
거시경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Princeton University

설명하는 방법 개발

Peter A.
Diamond

MIT

(USA)
Dale T.
2010

Mortensen

Labor Economics
Northwestern University

(USA)
Christopher A.
Pissarides
(Cyprus)

-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이
존재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

London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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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년도

2009

이름

Elinor Ostrom

Indiana University

(USA)

Arizona State University

Oliver E.
Williamson
(USA)

2008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York

(USA)
Roger Myerson
(USA)
Phelps

Harvard University

- 무역 패턴 및 경제활동의

- Mechanism Design Theory에 대한
선도적 연구

University of Chicago
Macro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 장‧단기 경제정책 간의 trade-off
관계에 대한 분석

Hebrew University of

(Germany)

Jerusalem

Game Theory
- 무한반복게임에 대한 분석 및

Thomas C.
University of Maryland

(USA)

2004

Inter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s

Microeconomics

Robert Aumann

Schelling

- 생산의 외주 및 내부화

University of Minnesota

(USA)

2005

경제학적 거버넌스 분석

위치(location)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Edmund S.
2006

- 공유지(the commons)에 대한

대한 경제학적 거버넌스 분석

(USA)

Eric Maskin

Economic Governance

결정(boundaries of the firm)에

City University of New

(Russia)

수상 연구분야

Economic Governance

Paul Krugman

Leonid Hurwicz

2007

소속

(국적)

게임이론의 창의적 응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갈등 해결방법 고안

Finn E. Kyd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Macroeconomics

(Norway)

- 동태적 거시경제학 이론에 기여:

Edward Prescott
(USA)
Robert F. Engle
(USA)

Santa Barbara
Arizona State University

동태적 일관성에 대한 분석
Econometrics

New York University

- 시간 가변적 분산(ARCH)을
사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 고안

2003
Clive Granger

경기변동의 원인 분석 및 경제정책의

University of California,

(United Kingdom) San Diego

Econometrics
- 공분산(Cointegration)을 사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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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년도

이름

소속

(국적)

수상 연구분야
Economic Psychology, Experimental

Daniel
Kahneman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Israel)

-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의 경제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

2002
Economic Psychology, Experimental
Vernon L.
Smith

Economics
Chapman University

(USA)

- 경제학적 행동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실증적(empirical) 실험 방법
고안

George Akerlof

University of California,

(USA)

Berkeley
Economics of Information

2001

Michael Spence
(USA)

Stanford University

-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비대칭 시장에 대한 분석

Joseph Stiglitz
(USA)

Columbia University

James J.
Heckman

Econometrics
University of Chicago

(USA)

분석 이론 및 방법 고안

2000
Daniel L.
McFadden
(USA)

- 선별적 표본(selective samples)

Econometr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미시데이터를 사용한
이산선택(discrete choice) 이론 및
방법에 대한 연구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1999

Robert Mundell
(Canada)

Columbia University

- 상이한 환율체계 하에서의
통화․재정정책 분석 및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연구
Welfare Economics

1998

Amartya Sen
(India)

Harvard University

- 사회적 결정, 후생측정 및
빈곤문제 등 후생경제학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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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년도

이름
Myron Scholes

1997

소속

(국적)
(Canada)
Robert C.
Merton

Janus Capital Group

1996

(Scotland)
William Vickrey
(Canada)

Financial Economics
- 파생상품 가치 결정의 새로운

MIT

방법 고안

(USA)
James A.
Mirrlees

수상 연구분야

University of Cambridge

Economics of Information
-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유인(incentive)에 대한 경제학적

Columb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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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