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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aim to maximize the return rate for their own investment, utilizing various information as possible as they can access. 
However those investors, especially individual investors, have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of the domain-specific information or 
even the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itself. Thus, individual investors tend to make decision affectively and frequently, which 
may cause a loss in retur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alysts’ target price and to suggest the strategy that could maximize 
individual’s return rate. Most previous literature revealed that the optimistic bias exists in the analysts’ target price and it is 
also confirmed in this stud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upper limit of target rate of returns and the optimal value 
named ‘alpha(α)’ which performs the adjustment of proposed target rate to maximize excess earning returns eventually.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ization problem using linear programming. Specifically, when the analysts’ proposed 
target rate exceeds 30%, it could be adjusted to the extent of 59% of its own target rate. As apply this strategy, the investors 
could achieve 1.2% of excess earning rate on average.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individual investors 
could utilize analysts’ target price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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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는 투자 수익률 증진이라는 궁극
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 의사결정들을 수행하며 이러
한 과정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의사결정은 투자할 종목의 선택에서
부터 적정 투자금액의 선택, 그리고 적절한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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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의사결정의 바탕에는 전통적 형태의 기업 IR
보고서를 비롯하여 종목 관련 언론기사 등 다양한 정보의
원천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접
근 가능한 투자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
증권전문 신문 및 TV증권 채널 등의 언론매체, 주식관련
인터넷 포털, 동료나 친구,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주로 대중적으로 노출된 자료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경향이 있다[13, 18]. 물론 전통적 형태의 IR보고서에서 
투자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분기별
실적이나 재무제표 등의 경영공시지표 또는 발생 가능한
위험정보가 존재하나, 이 또한 관련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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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반인이 해석․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투자정보 획득의 한계와 전문 투자용어 해석

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주체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기관 및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뒤쫓는 경향을 보이거나[8, 9], 객관적 투자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직관적․감정적으로 투자 의사결
정을 내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는 일시적인 주식가격
의 조정에 따른 등락의 영향으로 잦은 단기 매매를 수행
함으로써 과도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수익
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4, 16].
실제로 국내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 조사결과에 따르

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시 평
균수익률은 4개 연도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2012년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평균 실제 수
익률은 -2.0%에 그쳤으나, 응답자들이 판단한 적정 기대
수익률은 18.3%의 수익률로 실질수익률과 기대수익률 간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정보 활용 증진 방안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이 투자의사결정에서 보다 손쉽게 접

근 및 획득이 가능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종목분석 보고
서를 대상으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가와 투자수
익률 간 관계를 검토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활용방안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애널리스트 보고서

2.1 애널리스트 제시 목표주가의 예측정확성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작용한다. 즉 애널리스트들이 소유한 전문 지식
또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정보를 해석(interpret) 
하고, 또는 비공시정보를 발굴(discovery)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공시정보가 주가에 반
영되는 속도를 높이거나, 비공시정보 발굴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7, 
10, 11].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있
어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수의 선행연구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소속 증권
회사 및 고객과의 지속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
대적으로 ‘매수’에편향된추천의견을제시하는경향이있음
을 확인하였다[3, 12, 14, 15]. 따라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추천의견보다는 정량적 지표로서 제시된 목표주가를 활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목표주가와 관련하여서는 주

로 목표주가에 대한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나, 목표주가
의 예측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목표주가의 정확성을 “예측기간 종료일에 실제주가가 목
표가 이상인 경우”와 “예측기간 내 단 한번이라도 실제
주가가 목표주가를 상회한 경우”로 구분하고[6], 각각의
경우 정확성이 24%와 41%로 애널리스트 제시 목표주가
를 실제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또한 목표주
가와 실제주가 간 차이가 큰 경우, 즉 애널리스트가 목표
를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하는 경우 실제 도달률은
7%에 그쳤음을 보고하며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가
높을수록 이러한 도달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이익예측치, 투자 추천의견 변

경, 목표주가 정보가 각각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익예측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초과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
쳤으며, 목표주가 자체를 상향 또는 하향변경하는 것이
추천의견 변경보다 더 큰 시장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목표주가가 예측기간 종료 이후 실제
주가보다 높게 예측될 때 그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
목표주가 도달률이 74.4%에 달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20% 미만일 경우 목표주가 도달률이 59.6%로 하락한다
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는 애널리스트 개인의 보수나 명성이 이익예측치나

추천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널리스
트들이 목표주가의 예측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이는 목표주가의 과도한 상향제시를 불러일으키
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5, 6].
이처럼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추천의견 및 목표주가는

실제 종목의 미래가치보다 상향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가 제시된
의견을 활용함에 있어 보다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애널리스트
가 제시한 목표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매도시점을 도출함
으로써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주가를 활용
한 매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 연구설계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애널리스트가 제
시하는 목표가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있는 경향이 있
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보고서가 매수를 추천하
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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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다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 제시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목표
주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평균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매도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최적 매도가의 도출을 위하여 최적화 방법론
중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변수의 선형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최적해 탐색 시 하나의 변수가
아닌 군(pool)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역 최적해
(global optimum)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17]. 이를
위해 먼저 목표주가가 예측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내 실
제 주가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즉 목표주가의 달성률을 측
정한다. 또한 이러한 달성률이 제시된 목표수익률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동일 보고
서의 목표가를 활용하여 적절한 매도시점의 선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주가를 활용한 매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매도전략이 기존의 전략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금융

게시판을 통해 ‘SK 하이닉스’ 종목에 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SK 하이닉스’ 종목은 KOSPI 시가
총액 기준으로 상위에 위치하여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종
목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높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고서 관련 수집 데이
터는 보고서 발행 일자, 발행 증권사, 추천의견 및 목표가
와 같다. 목표주가의 예측 정확성은 Bradshaw and Brown[6]
이 제시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목표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예측기간
종료 이후 실제주가가 목표주가를 상회하는 경우의 비율, 
또는 둘째, 예측기간 후 실제주가와 목표주가의 차이를 예
측기간 말의 종가로 나누어 계산한 예측오차, 마지막으로
예측기간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실제주가가 목표주가와 같
거나 높을 경우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성향을 가짐을 고
려하여 앞선 세 가지 측정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목표주가에 대한 단순 도달 여부뿐만 아니라 도달

률(%)을 파악하여 개인 투자자가 애널리스트 제시 목표가
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개별 보고서의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이 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
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종목에 대한 보고서 발행시점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해당 보고서의 예측 기간 동안 보
유하다가 실제 주가가 목표가와 동일해지는 시점에 매도
한다. 이 경우 개별 보고서 수익률은 예측기간 내 최고가

를 목표주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Formula 1> 참고). 즉, 
1을 기준으로 1 이상의 수익률은 실제주가가 목표가를 돌
파하여 양(+)의 수익률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낸다. 반대로
1 미만의 수익률은 예측기간 내 실제주가가 목표가에 미
치지 못하여 예측기간 종료 시점에 주식 보유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익률은 주식 보유기
간 내 일별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한다. 

 

×

<Formula 1> Return Rate

이후 전체 보고서 평균값을 통해 단순 매도전략의 평균
수익률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한선 매도전
략은 목표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제시되어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즉 일정 상한선을 넘어 제시된 경우 이를 실제
제시된 목표의 α%로 하향조정하여 매도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도식화하면 아래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Analysts’ Target 
Rate of Return

Did target rate 
realize during fore-

casting period

Did adjusted target 
rate realize during 
forecasting period?

< threshold ≥ threshold

Sell with the 
target rate Hold

Sell with the 
adjusted target 

rate
Hold

Adjust Target Rate 
as α%

No  Yes   Yes No

<Figure 1> Research Framework

이때 보정된 목표수익률은 기존의 목표수익률 대비
99%에서 1%까지의 값 중 보고서의 평균 수익률을 최대
로 하는 최적 α값을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 때 유전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로서 모집단 크
기는 100개 개체로 설정하고, 각 세대당 변이확률은 일
반적으로 0.1 이하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0.075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료 조건으로 총 30세대, 즉 3000회의
연산을 시도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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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arget Prices

Target Rate of 
Return Group

# of
Reports

Target Price Target Rate of Return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r < 10% 8 30250 9239 39000 15000 6.3 1.8 8.5 3.0
10% ≤ r < 20% 58 37888 9792 55000 17000 16.0 2.9 19.9 10.7
20% ≤ r < 30% 84 37082 10818 63000 11900 25.2 2.7 29.9 20.3
30% ≤ r < 40% 87 39989 13308 66000 12000 34.6 2.8 39.9 30.1
40% ≤ r < 50% 43 43070 16437 70000 12000 44.9 2.8 49.8 40.4
50% ≤ r < 60% 24 42917 14368 70000 29000 54.6 3.0 59.8 50.0

r ≥ 60% 21 35519 11287 60000 11900 72.5 18.0 143.9 60.0
Total 325 38958 12676 70000 11900 33.4 16.4 143.9 3.0

이 경우 적용한 최적화문제는 다음 <Formula 2>와 같
다. 결론적으로 전체 분석 대상 보고서의 평균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목표가의 최적 조정 수준(optimal threshold) 
α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목표주가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i f ≥ 

 

-  : Previous closing price of reporti

-  : Target price of reporti
-  : Maximum stock price of reporti 

during the forecasting period
-  : Geometric mean of return rate of reporti  

during the forecasting period
-  : Adjusting rate of target price

<Formula 2> Maximize Problem

마지막으로 기존의 단순 매도전략과 본 연구의 상한선
매도전략을 따르는 경우 평균수익률 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한다.

3. 분석방법 및 결과

3.1 자료수집 및 정제

본 연구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
사 종목분석 보고서가 주식 투자정보의 원천으로서 작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SK 하이닉

스’ 종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일별 주식
거래량 및 종가는 KRX 한국거래소를 통해 수집하였으
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관련 데이터는 네이버 금융 페이
지에서 ‘SK 하이닉스’ 종목에 대하여 매수(buy) 추천의
견으로 게시된 보고서 327개 중 추천의견이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가 보고서 발행 시점의 실제 종가와
동일한 2가지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7년 9월 10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약 9년 간의
총 325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3.2 기초통계량

분석 대상이 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325개의 목표주
가 및 목표수익률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3.3 단순 매도전략

먼저 단순 매도전략, 즉 실제 수익률이 애널리스트 보
고서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에 매도하여 수익
을 얻는 전략에 따르면 <Figur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룹별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애
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익률이 높아질수
록 그에 따른 달성 여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보고서의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
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Table 2>는 단
순 매도전략에 따른 그룹별 목표수익률 달성률 및 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표이다. 분석기간 내 발행된 총 325부
의 보고서 중 61.2%(199부)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
하지 못하였는데, 절반 이상의 보고서가 20%~40% 사이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애널
리스트 보고서가 가지는 낙관적 편의(optimistic bias)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제시된 목표주가를 실
제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목표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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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Rate of Returns of Simple Sell Strategy

Target Rate of 
Return Group

r < 10%
10% ≤
r < 20%

20% ≤
r < 30%

30% ≤
r < 40%

40% ≤
r < 50%

50% ≤
r < 60%

r ≥ 60% Total

#. of Completed 8 38 36 23 13 4 4 126
#. of Not Completed 0 20 48 64 30 20 17 199

Goal Completion Rate(%) 100 65.5 42.9 26.4 30.2 16.7 19.0 38.8
Average Rate of Returns 1.06 1.10 1.11 1.09 1.14 1.09 1.13 1.10

<Figure 2> Goal Completion Rate of Simple Sell Strategy 

3.4 상한선 매도전략 

상한선 매도전략은 목표수익률의 과대 예측치를 보정
하는 방법으로, 일정 상한선을 두고 이에 도달할 시 주식
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전략으로, 다음 <Table 3>는
여러 가지 상한선 기준에 대하여 목표수익률 달성률 차
이를 모비율 검정한 결과이다.

<Table 3> Result of Proportions Tests by Upper Limit Sell 

Strategy

Cases
Upper Limits

10% 20% 30% 40% 50% 60%

Under 
the 

Limits 

#. of Reports 8 66 150 237 280 304
#. of

Completed
Reports

8 46 82 105 118 122

Completion 
Rates(%) 100 69.7 54.7 44.3 42.1 40.1

Above 
the 

Limits

#. of Reports 317 259 175 88 45 21
#. of

Completed
Reports

118 80 150 237 280 4

Completion 
Rates(%) 37.2 30.9 25.1 23.9 17.8 19.0

Test 
Statistics

Completion 
Rates(%) 38.8

S.D. 0.17 0.06 0.05 0.06 0.07 0.11
 -3.5 -5.7 -5.4 -3.3 -3.1 -1.9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3

<Table 4> T-Test Results of Maximum Rate of Returns by 

Upper Limits Sell Strategy 

Cases
Simple Sell 
Strategy

Upper Limits of Upper Limits Sell Strategy

20% 30% 40% 50%

Average 
Rate of 
Returns

10.4% 11.4% 11.6% 11.4% 11.3%

α(adjust 
rate)

-

84% 59% 77% 59%

Excess 
Returns 1.0% 1.2% 1.0% 0.9%

p-value  0.053*  0.031**  0.04**  0.036**
*p < 0.1, **p < 0.05, ***p < 0.01.

모비율 검정 결과에 따르면 10%부터 60%까지 모든 목
표수익률의 상한선 기준에서 목표수익률의 달성률이 상한
선 이상보다 상한선 미만의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value < 0.0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상
한선 기준에서 목표수익률 달성률 차이는 62.8%(10% 상
한선 기준), 38.8%(20% 상한선 기준), 29.6%(30% 상한선
기준), 20.4%(40% 상한선 기준), 24.3%(50% 상한선 기준), 
21.1%(60% 상한선 기준)와 같았다.
이러한 모비율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한선 기준

의 매도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단순 매도전략과 평균 수
익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
석하였다. 상한선 기준은 20%, 30%, 40%, 50%의 네 가
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의 10%, 60% 상한선은
앞선 모비율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목표수익률 달성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두 집단 간 표본 수 차이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Table 4>는 최적화 모델을 적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t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 매도전략에 따
르면 보고서에 따른 평균 수익률이 10.4%에 이르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한선 매도전략, 
즉 α% 수정된 매도가를 적용한 경우 30% 상한선 하에서
최대 1.2%(p = 0.031)의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수익률이 3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당 목표수익률의 59%가 되는 시점
에서 매도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1.2%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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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가의 활용도를 재해석함으로써 보고서 활용 가능성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새로운 매도전략을 통해 기존
제시 목표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

우위가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보다 접근이 용이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
치 있는 투자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금융 관
련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업 정보를 획득하
더라도 이를 해석하여 주체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와 같이 외부 투자 동향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
게 되는데, 이 경우 매수․매도 시점의 적시성(timing)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분석한 증권사 종목분석 보고서는 개인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접근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원으로서,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다.
또한 기존 제시된 목표주가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목표주가의 예측정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활용 가능한 전략적
관점에서 목표주가를 재조명함으로써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경우 애널
리스트 개인의 명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에 의해 관행
적으로 매도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추천의견에 대한 일종의 대체제로서 목표주가의 정량
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판단 근

거로 사용 가능한 목표주가(또는 목표수익률)를 통해 수
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투자전략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한선 매도전략을 활용함으로
써 애널리스트 제시 목표가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투
자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
해 투자자가 단순히 애널리스트가 분석 및 제시한 수치
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자료의 능동
적인 해석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투자전략을 KOSPI 상장종

목에 확대․적용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각 종목
특성에 따른 α값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석기간 중 분석 대상 종목에 상향 또는

하향세와 같은 일종의 추세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기간 주
가변동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확
장․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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