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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애널리스트의 조직 내 성과기여도에 관한 분석*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전주용(한국은행)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일환인 스타 

애널리스트에 대한 과다보상 문제를 단순 개인의 기여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규모에 따른 개인의 기여수준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한 명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개인적 수준에서 다른 복수의 애널리스트에 비해 능력이 높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입장에서 이와 같은 복수의 평범한 

애널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스타 애널리스트가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에서 유도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스타 애널리스트가 조직 규모에 따라 전반적인 

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주제어: 스타 애널리스트, 성과지표, 조직 규모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증권학회 연구지원사업으로 FnGuide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FNGuide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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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보상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단지 임원들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 배경에 높은 보상수준과 

성과보수의 비대칭 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의 보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강구 중에 있다. 

특히 스타로 흔히 표현되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여겨지는 애널리스트 혹은 

CEO의 경우 과다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금번 금융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스타에 대한 과다 보상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는, 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능력과 운 중에 어떤 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Bertrand and 

Mullainathan, 2001; Bebchuk and Fried, 2005; Malmendier and Tate, 2009 등).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스타 에이전트가 보여준 뛰어난 단기 성과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특히 Groysberg et. al. (2008)은 스타 

애널리스트가 이전 회사와 비슷한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회사로 이동한 경우 

예전의 성과가 유지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스타 애널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회사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금번 금융위기 이후 널리 지적되는 바와 같이, 단기 

성과에 기초한 높은 보상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성과 보수 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Kang and Yeo, 2011 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로 개인의 성과는 조직 내에서 발휘되는 

것이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한다. 스타 애널리스트 혹은 CEO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관련 회사의 수익률 등 개인 

단위에서 드러난 성과이다. 그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조직의 상황이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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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상호작용 등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중소규모 금융투자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소위 스타 애널리스트가 되어 

대규모 회사로 옮겨 간 후 종종 원래의 조직에 내던 성과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Groysberg et al, 2004, 2008)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Malmendier and Tate (2004) 등의 

연구와 같이 과거 관련 연구와 같이 초기의 성공이 실력보다는 운에 기인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조직의 상황이나 규모 등에 따라 개인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Groysberg et. al. (2004)는 한 회사의 

자원과 프로세스는 스타 애널리스트의 업무 성과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에 따른 개인 기여 수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명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개인적 수준에서 다른 애널리스트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타의 위치에 올라선 애널리스트의 경우 명성 유지에 대한 

동기가 이전보다 강하게 존재한다. 소속 조직의 크기가 작다면, 여전히 정보 전달 

왜곡에서 오는 성과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명성 유지 동기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직 성과 감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스타 자신이 가진 정보 및 

정확성에 대해 왜곡할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간 능력 

비교 시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복수의 애널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경우, 즉 스타 애널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과다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아울러 이론 모형에서 얻은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국내 증권사 스타 

애널리스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008년과 2012년까지 매일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국내 스타 애널리스트 자료 및 

소송 증권사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스타 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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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널리스트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성과의 증가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즉 평균적인 개별 

애널리스트의 추가적 기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의 강건성 측면은 

앞선 결과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베스트와 비베스트 애널리스트 간 영향력 차이를 분석한 국내 논문으로는 김동순 

외(2008) 1 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이익예측 정확도 및 

주가영향력을 분석하며, 스타(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와 자료출처의 유사성 외에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없이 거론되어 온 스타 애널리스트의 적정 보상 관련 문제를 이론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뒷받침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애널리스트 보상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가우스 정보구조 하에서 스타 

애널리스트의 성과 기여가 복수의 평범한 애널리스트 보다 적은 경우를 간단한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분석 시사점에 

기반하여 국내 증권사 스타 애널리스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한다.  

  

                                          
1 해당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익 예측 능력에 있어서는 비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가영향력에 있어서는 목표주가 상향의 경우에만 더 높은 반면, 그 밖의 경 

우에는 두 애널리스트 그룹간에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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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고용주 혹은 증권사는 다수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애널리스트 조합을 찾아 이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애널리스트는 자신과 조직 

내의 타 애널리스트가 생산해낸 정보를 종합하여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보상이 

결정된다. 조직의 성과는 개별 애널리스트의 능력의 합으로 결정되는 increasing 

submodular 함수(e.g. Ahmed and Atamtürk, 2011)라고 가정한다. 조직내에서 

애널리스트가 생산하는 정보가 조직의 총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고용된 개별 

애널리스트의 능력(precision)에 비례한다면 이들의 능력의 합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 },,,{ 21 NS τττ = 은 시장에서 고용 가능한 애널리스트의 총 집합으로 

정의하며, 고용된 애널리스트들의 집합을 A( SA ⊆ )로 정의한다면, 이들의 정보 

생산 함수 f는 다음 식 ∑
∈

=
A

i
i

fAf
τ

τ )()(  과 같이 표현된다.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 

Ai ∈τ  (i = 1,…,N)는 애널리스트 i의 능력, 즉 애널리스트가 받는 신호정보의 

정확성 (precision)을 나타낸다. 각 원소는 i의 값이 커짐에 따라 큰 값을 

가지도록 ( 1+≤ ii ττ )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가정 1 0'>f , 0"<f , 0'" >f  

 

가정 1을 만족시키는 정보 생산함수는 연속이고 세 번 미분 가능하며 

(3계도함수 존재), 오목증가 한다. 3계도 함수가 양이라는 조건은 능력이 커짐에 

따라 정보생산이 줄어드는 폭이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정보 생산함수가 

경제 및 금융에서 널리 이용되는 linear risk tolerance (LRT) 혹은 hyperbolic 

absolute risk aversion (HARA) 형태이며 고정(constant) 혹은 증가(increasing) 

절대 위험 회피 (absolute risk aversion) 성향이 있다면, 위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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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의하여 애널리스트가 정보 생산에 참여했을 때의 추가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는 항상 애널리스트의 능력에 비례하게 된다. 2  즉, 

적어도 사전적(ex-ante) 의미에서는 높은 능력을 가진 애널리스트는 같은 

조건에서는 조직의 정보 생산에 항상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조직의 성과에 따른 보상에 의해서만 애널리스트의 효용이 결정된다면 

Bhattacharya and Pfleiderer (1985), Fang, Stinchcombe and Whinston (2007), Jun 

and Yoon (2011)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호정보를 획득하는데 얻는 비용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독점적 고용주는 사전적(ex-ante) 관점에서 정보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을 통해 에이전트의 타입 및 신호정보에 대한 정확한 

보고(report)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타입 τ 가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적인 효용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τw 로 정의되는 시장임금 혹은 유보 

임금(reservation wage)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Ottaviani and Sørensen (200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명성에 신경을 쓰는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타입 혹은 정확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시그널보다 이미 알려진 prior에 가까운 값으로 

자신의 정보를 리포트하게 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동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만일 조직 내의 애널리스트의 

수가 적어서, 명성을 고려한 리포트로 인하여 정보 생산에 있어서 왜곡이 커지고 

조직 성과가 줄어드는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 수가 점차 증가하고, 다른 

애널리스트가 정보 왜곡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단일 정보 왜곡이 가져오는 조직 

전체의 생산 감소 또한 점차 줄어들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애널리스트, 

특히 명성에 신경을 쓰는 스타 애널리스트의 경우 자신의 정보를 왜곡하여 

리포트 할 동기가 강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생산함수가 가우스모형(Gaussian, Normal conjugate)을 

                                          
2 한계 기여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협동 게임(cooperative game)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의와 

동일하다(Osborne and Rubinste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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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가정해보자. 애널리스트 i가 받은 시그널을 𝑠𝑠𝑖𝑖 , 정확도(precision)을 τ 

라고 하자.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받은 정보가 효과적으로 종합되어 활용되려면 

이 두가지 값이 모두 정직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Ottaviani and Sørensen (2006)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명성이 애널리스트의 능력, 즉 예측 정확도에 대한 시장의 

추정에 의해 결정될 경우 명성(만)을 고려하는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받은 시그널 

𝑠𝑠𝑖𝑖 대신 각각 E(x|s𝑖𝑖)  및 ν + τ 로 ( ν 는 prior 분포의 정확도) 리포트하게 됨을 

보인다.3  

그러나, 만일 회사의 수익이 loss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애널리스트의 수익 

또한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면, 명성을 고려한 리포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단일 시그널의 경우를 분석하면 조직의 목적함수가 되는 

loss function의 기대값은 (𝜏𝜏 + 4𝜈𝜈) (𝜏𝜏 + 2𝜐𝜐)2⁄ 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직한 리포트가 

이뤄질 때 loss function 기대값 1 (𝜏𝜏 + 𝜈𝜈)⁄ 보다 크며, 차이는 𝜏𝜏𝜈𝜈 ((𝜏𝜏 + 𝜈𝜈)2(𝜏𝜏 + 𝜈𝜈))⁄ 가 

된다. 

주의할 점은 이 차이는 ν값이 클수록 작아진다. 즉, 만일 다른 애널리스트가 

많아지고 정직하게 리포트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다면, sufficient statistic에서 

멀어지면서 생기는 loss가 작아지게 되므로, 그만큼 명성을 고려한 리포트에 대한 

동기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개별 애널리스트는 분석대상인 알려지지 않은 실제 상태에 대해 조건부 독립 

신호를 받게 되며, 정보 구조는 가우스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상태 

x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 )/1,(~ XXNx τµ 를 따라가게 된다. 애널리스트 i는 

실제 상태에 대한 신호 iii exs +=  ( )/1,0(~ ii Ne τ )를 받으며 여기서 

정확도(precision) iτ 는 i의 능력에 대한 타입이 된다. 따라서, 높은 타입일수록 

보다 더 정확한 신호를 얻게 된다. 

반면, 고용주는 모든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 

이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의 크기(유보 임금) 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3 단, 이는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고용주가 정보생산에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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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를 고용하게 된다. 그런데, 본 모형에서는 개별 애널리스트가 받는 

신호가 상호 대체적인 관계 (substitutes)에 있기 때문에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애널리스트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 애널리스트의 한계 기여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 규모가 작은 초기에 제공한 애널리스트의 

보상수준이 설사 적절하다 하더라도, 조직이 커질수록 결국 개별 애널리스트의 

능력이나 성과 기여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너무 높은 과다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실에서 스타급으로 간주되는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의 시장과는 종종 별개로 존재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추가적 기여에 비한 자신의 성과 보상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애널리스트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스타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상이 스타 애널리스트의 기여 

정도에 비해 볼록(convex)형태를 띠게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는, 앞선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타 애널리스트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능력 

순서대로 애널리스트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 더욱 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이론 모형에서 제시된 애널리스트의 정보생산 활동은 그 특성상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 혹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가깝다. 반면, 실증 분석에 이용 

가능한 자료는 대부분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에 적용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의 연구에서도 Irvine(2004)은 시장의 일반적 전망과 다른,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해당 회사를 통한 거래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반면, 단순 

예측 오류는 거래량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또한 낙관적인 추천(5단계 

변수)은 거래량 증가에 기여하지만 낙관적인 주당 수익 예측(연속 변수)은 그렇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가우시안 정보 모형에 기반한 이론 모형에서의 예측(연속 

변수)이 주당 수익 예측이라고 한다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한 모형과의 정합성 확인이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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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이론모형이 주는 시사점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3.1. 가설 및 자료 

앞서 이론모형에서 유도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가 속한 조직의 

성과 함수 f에 대하여 본 장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스타 애널리스트는 평균적인 애널리스트에 비해 조직의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기여가 크다(즉, ∂∆f
∂τ

> 0). 

 

[가설 2] 애널리스트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스타 애널리스트의 조직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기여는 평균적인 애널리스트의 추가적인 기여보다 빠르게 

줄어든다(즉, ∂2∆f
∂T∂τ

< 0) 

 

[가설 3] 애널리스트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작아진다(즉, ∂f
∂T

> 0, ∂
2f

∂T2
< 0). 

. 

가설 1로부터 스타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엄밀하게 이론의 시사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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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의 성과자료와의 차이 및 비교로 분석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 개별 

애널리스트 성과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스타 애널리스트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개략적인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자본의 생산성과 다른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Garen 1988), 특히 

지식노동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있다(일례 Ernst 

and Vitt 2000).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상구조는 성과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성과급 

자체가 개별 애널리스트의 업무 성과에 직접 연동되기 보다는 애널리스트가 속한 

소 조직 또는 나아가 전체 조직의 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연봉이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연봉을 바탕으로 한 개별 성과를 측정하는 것 역시 다소 어렵다.4  

다음으로 가설 2로부터 스타 애널리스트를 나타내는 변수와 조직의 규모와의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가 음(-)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스타 애널리스트의 영향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3으로부터 개별 애널리스트의 추가적 기여가 조직규모가 클 

때 성과에 음(-)의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조직규모와 조직규모의 제곱에 대한 추정계수가 각각 양(+)과 음(-)이며 전자와 

후자의 2배가 양(+)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조직규모의 회귀분석 추정계수를 α, 

조직규모 제곱의 회귀분석 추정계수를 β라고 하면, 원 회귀분석식의 미분치인 α 

+ 2β>0인 경우 개별 애널리스트의 추가적 기여가 조직규모에 따라 줄어드는 

볼록함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3개 국내 

증권사(외국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한 해에 국한된 증권사는 

                                          
4  다만 추후 개별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를 성과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거나 Starmine 

등의 자료가 가용할 경우 스타 애널리스트와 일반 애널리스트의 기여도에 관한 또다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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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애널리스트 관련 정보 또는 재무정보가 없거나 소속 애널리스트 수가 

2년이상 1명 이하인 증권사 또한 제외한다.  

 

3.2. 회귀분석 모형 및 결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스타 애널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애널리스트 조직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 둘 간 상호 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기타 특성변수, 연도더미 등을 통제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지수 변수로 소속회사의 수익지표 

(수탁수수료수익, ROE, ROA)를 사용한다. 스타 애널리스트 변수는 매일경제 

신문의 각 업권별 1등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년도(상하반기 두차례 선정)에 특정 증권사에 소속된 베스트 애널리스트 

총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일반 선형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𝜋𝜋𝑖𝑖𝑖𝑖  =  𝛽𝛽0  + 𝛽𝛽1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𝑖𝑖𝑖𝑖 + 𝛽𝛽2 ∙ 𝑆𝑆𝑆𝑆𝑍𝑍𝐸𝐸𝑖𝑖𝑖𝑖 + 𝛽𝛽3 ∙ 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𝑆𝑆𝑖𝑖 + 𝛽𝛽4 ∙ 𝑌𝑌𝑌𝑌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식(1) 

𝜋𝜋𝑖𝑖𝑖𝑖  =  𝛽𝛽0  + 𝛽𝛽1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𝑖𝑖𝑖𝑖 + 𝛽𝛽2 ∙ 𝑆𝑆𝑆𝑆𝑍𝑍𝐸𝐸𝑖𝑖𝑖𝑖 + 𝛽𝛽3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 × 𝑆𝑆𝑆𝑆𝑍𝑍𝐸𝐸𝑖𝑖𝑖𝑖 + 𝛽𝛽4 ∙ 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𝑆𝑆𝑖𝑖 + 𝛽𝛽5 ∙ 𝑌𝑌𝑌𝑌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식(2) 

𝜋𝜋𝑖𝑖𝑖𝑖  =  𝛽𝛽0  + 𝛽𝛽1 ∙ 𝑆𝑆𝑆𝑆𝑍𝑍𝐸𝐸𝑖𝑖𝑖𝑖 + 𝛽𝛽2 ∙ 𝑆𝑆𝑆𝑆𝑍𝑍𝐸𝐸𝑖𝑖𝑖𝑖2 + 𝛽𝛽3 ∙ 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𝑆𝑆𝑖𝑖 + 𝛽𝛽4 ∙ 𝑌𝑌𝑌𝑌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식(3) 

 

                                          
5 통상적으로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자산규모나 부채비율은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총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둘 간도 매우 높아 제외하였으며, 두 변수 중 하나의 통

게변수를 사용한 경우 역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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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π는 특정년도 t에 특정 증권사i의 세가지 성과지표, STAR는 스타 

애널리스트 총수, SIZE는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총수, KOSPI는 시장지수를 

대변하는 종합주가지수, YD는 연도더미를 나타낸다.  

일반선형 회귀분석에 더해 강건성 검정 차원에서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 

통제 후 패널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본의 크기는 206개이며 표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총수 

평균은 31.69명이며, 표준편차는 24.24로 최소 1명, 최대 104명으로 나타난다. 

매경 선정 권역별 1등 애널리스트인 스타 애널리스트 변수의 경우 평균 

2.9명이며, 표준편차는 1.9명으로 최소는 0, 최대는 10명으로 나타난다. 

애널리스트가 조직에 기여하는 성과지표로 수탁수수료수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을 

사용하는데, 이들의 평균은 각각 1120억원, 6%로 나타난다. 

한편 <표 2>는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채비율과 자산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이들 변수와 

애널리스트 총수 변수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회귀분석식에서 제외하였다. 

예상하듯이 스타변수와 애널리스트 총수간 양의 상관관계, 스타변수와 

수탁수수료수익 간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스타가 많이 소속된 

증권사일수록 대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탁수수료 수익도 이에 따라 높을 

것이며, 소속된 애널리스트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상관관계는 

변수간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전 변수간 선형관계만 나타내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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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총애널리스트수 

(Size) 

206               31.69 24.24 1 104 

스타애널리스트수 

(Star) 

77 2.90 1.90 1 10 

총수수료수익 

(단위: 억원) 

206 1650 1900 5.47 8190 

수탁수수료수익(Brok_fee) 

(단위: 억원) 

203 1120 1340 1.92 6080 

ROE(%) 206 5.999 12.046 -53.46 44.78 

Star*Size  77 165.7273 147.5037 19 680 

총애널리스트수2 (Size2) 206 1589.039 2223.601 1 10816 

코스피지수 206 1734.607 217.8942 1429.04 1983.42 

총자산 

(단위: ln(조원)) 

206 27.91438 1.782583 23.32405 30.74044 

부채-자본 비율 206 3.66 2.43 .0419 12.96 

 

<표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Size Star Brok_fee ROE ROA D/E lnAsset KO

SPI 

Size 1        

Star 0.3001*** 1       

Brok_. 

Fee 

0.8840*** 0.4039*** 1      

ROE 0.2090*** 0.0347 

0.7642 

0.2611*** 

0.0002 

1     

ROA 0.0372 0.0691 0.1128 0.8886*** 1    

D/E 0.5039*** 0.1414 0.3644*** -0.0449 -0.2099*** 1   

lnAsset 0.7808*** 0.3283*** 0.7241*** 0.3021*** 0.1204* 0.6109*** 1  

KOSPI -0.0441 -0.0054 -0.0098 -0.1541** -0.1134 0.2296*** 0.1180* 1 

 

<표 2>에서 나타나듯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산수익률(lnAsset) 변수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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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분석 대상의 특성상 데이터의 크기가 크지 않으며, 

다중공선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수익률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예상 밖으로 [가설 1]은 어떤 

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지지되지 않은 반면, [가설 2]는 강건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지지는 되나 강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첫번째 열에 ROA를 성과지표로 한 분석결과 스타와 사이즈 간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스타 애널리스트가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표 마지막 열에서 볼 수 있듯이 

ROE를 성과지표로 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증분석에서 [가설 2]가 임의효과 통제 추정모형에서 강건하게 지지됨을 

나타낸다. 더욱이 부채비율과 자산수익률을 추가로 통제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설 2]가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부채비율과 

자산수익률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보다 스타와 애널리스트 규모 간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표 3>에서 두번째 열에 ROE를 성과지표로 한 일반선형 회귀분석 

결과 Size의 추정계수는 (+)인 반면, 그 제곱변수인 Size^2의 추정계수는 음(-

)이며, 후자를 두배하여 전자와 더한 결과 역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설 3]이 일반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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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귀분석 결과 I(자산, 부채비율 미포함 시) 

종속변수 

독립변수 

ROA 

(Random Effect) 

ROE 

OLS Random Effect Random Effect& 

Size 0.0370 

(1.18) 

0.366*** 

(3.41) 

0.171 

(1.34) 

0.277* 

(1.89) 

Size^2  -0.003*** 

(-2.64) 

  

Star 0.911* 

(1.67) 

 3.193 

(1.44) 

3.163 

(1.45) 

Star*Size -0.0138* 

(-1.87) 

 -0.0568* 

(-1.90) 

-0.060** 

(-2.01) 

lnAsset    -4.808 

(-1.46) 

D/E    0.905 

(-1.03) 

KOSPI -0.00125 

(-1.41) 

0.002 

(0.47) 

-0.00757** 

(-2.11) 

-0.00465 

(-1.05) 

Constant 1.509 

(0.65) 

-6.488 

(-0.63) 

12.5736 

(1.33) 

137.92 

(1.59) 

Hausman 

 

Chi^2 = 4.67 

Prob>chi^2 = 0.322 

 Chi^2 = 1.89 

Prob>Chi^2 = 0.76 

Chi^2 = 1.08 

Prob>Chi^2 = 0.9824 

R-square within  = 0.0897 

between = 0.0204 

overall = 0.0242 

0.208 within  = 0.1168 

between = 0.2819 

overall = 0.0807 

within  = 0.1670 

between = 0.1960 

overall = 0.0473 

&: 자산수익률 및 부채비율을 포함한 임의효과 통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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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스타 애널리스트에 대한 과다보상 문제를 조직 규모 변화에 따른 

개인의 기여수준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한 명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개인적 수준에서 다른 애널리스트에 

비해 능력이 높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입장에서는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애널리스트를 복수로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이론 모형을 토대로 첫번째, 스타 애널리스트는 평균적인 

애널리스트에 비해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두번째, 

애널리스트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스타 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평균적인 애널리스트의 경우보다 작다. 세번째, 

애널리스트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애널리스트가 조직의 성과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작아질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첫번째 가설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지되지 않은 반면, 

두번째 가설은 강건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가설 3은 일부 

경우만 지지되며 강건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1)에서 제시된 회귀모형은 암시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경우 스타의 수가 많을 때 해당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한계수익에 

대한 기여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실제 회귀분석 결과 증권사 보유 

스타 애널리스트 수의 계수는 양으로 나타나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스타 애널리스트 선정 

여부와는 별개로, 개별 애널리스트의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의 수익성 지표 선정에 있어 ROA 및 ROE 등을 사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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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표가 정확하게 조직의 수익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애널리스트 조직의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증권회사 전반의 

수익성을 대변함에 따라 판매 및 마케팅 전략, 지점수, 수수료 등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은 한계 수익 혹은 한계 생산 기여에 대해서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익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이론 

모형에 제시된 가우시안 정보생산 함수 혹은 고정절대위험회피(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CARA) 함수에서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한계 수익 혹은 한계 생산 기여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거나 혹은 이를 구조 추정 등을 통하여 유도해내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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