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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define major standards and specific factors which investors 

consider for investment target of asset-backed NPL, an attracting place of major investment of personal 

investors of real property, and to figure out its satisfaction level. It would contribute to restore secured 

real estate of bond its own normal price through proper NPL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tabilization of finance and real economy.

(2)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employ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figure out the influence structure of 

importance of selection property in terms of investment satisfaction of asset-backed NPL.

Using AMOS program, the research removed any variables that hinder to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using variables determining suitability of the model and then selected the final model.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each standardization path-coefficient was 0.810, 0.6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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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5 and 0.506 respectively. Accordingly, factors affecting investment satisfaction of asset-backed 

NPL were real estate environment, asset profitability, real estate price,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and location of real estate from the highest order.

2.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ors of NPL need to consider more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real 

estate price forecast and government regulation policy more importantly tha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nalysis on NPL or features of secured real estate itself in their decision of investment satisfaction.

3. KEY WORDS

∙Real estate, NPL, distressed debt, investment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국문 록

부동산 개인투자의 주요 투자처로 심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투자 상 결정시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주요 기 과 세부 요인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도출하고자 하 으며,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

의 투자 만족도 측면에서의 선택 속성의 요도가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조를 악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다.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연구모형을 기 으로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의 

합성을 해하는 변수를 제거해가며 최종 모형을 선택하 다. 연구결과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동산 환경, 자산수익성, 부동산 가격, 권리 계, 부동산 입지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보부 부실채권(NPL)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만족도를 단함에 있어 담보부 부실채권(NPL)자산 

내지 담보부동산 자체의 특성 분석에만 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망과 정부규제정책 등 외부  

환경을 좀 더 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로 나타내고 있다. 

핵심어: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부실채권, 투자, 만족도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융업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NPL 규모는 

2014 상반기 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

난해 동기 비 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 침

체 여 로 그만큼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이다.1)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한 투자처를 찾

지 못한 개인들이 담보부 부실채권(NPL)시장에 

심을 쏟고 있다. 그 동안 경매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기 수익에 미치는 못하는 높은 낙찰가

율이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투자 역이 담보부 부

실채권(NPL)시장으로 확 ․이동 되고 있는 모

양새다. 단 으로 경매업계에서는 2014년  기

으로 수도권에서만 20여곳, 국 으로는 30

여곳의 NPL사설교육기 이 운 되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모경매 정보업체에 따르면 2013년 

NPL로 분류돼 경매에 부쳐진 아 트 등 주택의 

낙찰건수와 가격은 각각 4666건, 1조5000억원

에 달한다. 이  10~20% 정도 물건은 개인에

게 넘어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

1) 머니투데이, “경매 재테크의 진화형 'NPL'…정말 돈될까?”,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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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인들의 담보부 부실채

권(NPL)투자 가 꾸 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담

보부 부실채권(NPL)투자는 경매물건으로 설정

된 부실채권에 투자해 연체이자만큼의 수익을 얻

거나 실제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투자 을 회수

하는 투자방식으로 낙찰가율 상승으로 인한 경매

투자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해 담보부 부

실채권(NPL)와 결합하여 높은 기 수익에 쏠림

상은 심화되고 있다.

다만 개인들의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

자가 결코 안정 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다. 실제로 아 트 경매 고가낙찰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찰이 지속될 경우 담

보부 부실채권(NPL)의 순 에 따라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AMC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률이 하락해 인기가 만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인투자의 주요 

투자처로 심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담보부 부

실채권의 투자 상 결정시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주요 기 과 세부 요인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만

족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투자 정요인을 고려

한 정 담보부 부실채권(NPL)투자를 통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부동산이 정상 가치를 회복함

으로써 결과 으로는 융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통한 경제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담보부 부실채권(NPL)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련 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단독으로 

담보부 부실채권(NPL)투자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담보부 부실채권

(NPL)투자는 문가의 도움과 상 투자물건에 

한 철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범 와 방

법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과한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해 이론  고찰

을 국내 논문  단행본, 각종 통계자료, 간행물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감원 부실채권에 한 

기본  이론과 황 등을 통해 기본이론을 검토

하 다.

둘째, 투자만족도를 도출하기 한 방법론으

로는 구조방정식분석 모형을 이용하 고, 선행연

구를 통하여 설문에 필요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실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 경험

이 있는 투자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Ⅱ. 이론  고찰  선행연구

1. 부실채권의 이론  고찰

1) 부실채권의 정의  유형

부실채권은 ‘통상 인 방법  차만으로는 

원리  액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한다. 

반면, 부실채권 시장에서는 ‘ 융기 의 여신  

채무자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변제기가 경과하

음에도 그 원리 이 정상 으로 상환되지 않는 

여신’으로 정의하고 있다.3) 의의 부실채권은 

‘ 융기 이 출해  자산 가운데서 차주(借主)

의 경 부실화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  상환

이 불투명해진 자산 체’를 의미하지만, 의로

는 이러한 자산 가운데서 ‘ 융기 이 담보처분 

 보증인청구 등을 통하여 사후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자산, 즉 채권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자산’만을 의미한다. 행법4)에서는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실채권’이라 함은 융기 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출 원리 ․지 보증  이에 

하는 채권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5.17

일부개정>

2) 한국경제, “ 문가 독식했던 NPL. 개인 투자자 ‘북 ’”, 2014.03.03.

3) 김청욱 외, “부신채권과 벌쳐펀드 투자”, 부연사, 2002, p.13.

4) ‘ 융기 부실자산 등의 효율  처리  한국자산 리공사의 설립에 한 법률’ 제2조 제2호, 2010.05.17.(일부개정)



90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한 실증연구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 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 내용, 재무상태  상되

는 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험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 리 원회가 인

정하는 채권

융감독 원회의 개정된 은행감독규정은 

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추정

손실‘로 분류하고 있다.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

여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는 거

래처에 한 자산은 정상, 채권 회수에 즉각 인 

험이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

의 하를 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존재하

는 거래처에 한 자산은 요주의라고 한다.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하를 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험이 

발생한 거래처에 한 자산은 고정으로, 채무상

환능력이 히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심각한 

험이 발생한 것으로 단되는 거래처에 한 

자산  회수 상가액 과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

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단되는 거래처에 한 자산  회수

상가액 과부분은 추정손실이라고 한다. 이  

종 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이 일반 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한다.5)

1단계

정상

말 그 로 연체 없이 정상정인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출을 뜻함.

2단계

요주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뜻함.

3단계

고정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한 

출채권을 뜻함.

4단계

회수의문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큰 출채권을 뜻함.

5단계

추정손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해 손실 처리하는 출채권을 

뜻함.

<표 1> 자산건 성 분류 단계별 정의

2) 담보부 부실채권 특징

담보부 부실채권은 담보권실행에 제약조건

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담보 목 물의 처분을 통

한 채권회수를 기본 제로 하고 있다. 담보목

물의 처분은 담보권실행 차인 법원의 임의경매

차에 따라 진행된다. 경매 차를 통해 매각

상 물건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된다. 이

때 발생한 매각물건의 매각 은 채권 우선순

에 따라 배당 차를 통해 최종 으로 해당 채권

의 회수가 완료된다. 따라서 담보부 부실채권은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장래 발생 가능한 규모

와 유입시기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담보부 부실채권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담보부 부실채권은 가

격  거래형성이 어렵다. 둘째, 담보부 부실채권

은 내재가치에 비해 하게 평가된다. 셋째, 

담보부 부실채권은 거래비용이 높으며 가치평가 

 정보 분석이 어렵다. 넷째, 과소평가된 담보부 

부실채권의 가격은 단시간 내에 실제 가치로 복

원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섯, 부실채권은 분산

투자 용이 어렵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는 분산투자의 장 을 주장하지만 담보부 부실채

권은 담보물의 가치와 상 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투자 이론이 용되기 어렵다. 마지

막으로 소액채권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법

원의 결정이나 워크아웃 상의 결과에 따라 채

무자의 변제액이 달라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

액지분은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6)

3) 경매와 부실채권 투자의 차이

일반 인 부동산경매와 부실채권투자의 차

이 은 같은 목 부동산을 두고서 어떻게 근하

느냐의 차이이고, 이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도출

되느냐에 따라 투자기회와 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투자기회이다. 일반경매 입찰자는 권

5) 융감독원, “자산건 성 분류업무 해설”, 2010,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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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분석과 물건분석 그리고 수익분석을 거쳐 산

출한 입찰가격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목 으

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이 아주 

다. 그러나 부실채권투자자는 권리분석과 물

건분석 그리고 수익분석을 거쳤지만 입찰가격은 

채권최고액의 범  내에서 비교  자유롭게 쓴

다. 그 다면 투자기회는 일반경매 입찰자보다 

부실채권 매수자가 월등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

다. 왜냐하면 부실채권 매수자는 유동화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이미 낙찰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입찰자의 지 이다. 일반경매 입찰자

는 단순히 입찰자로서만 경매 차에 참여하는데 

부실채권매수자는 입찰자, 입찰자겸 채권자, 입

찰자겸 채무자로 경매 차에 참여할 수 있다.따

라서 부실채권 매수자는 채권자의 지 에서 배당

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최고가매수인인 

동시에 채무자의 지 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납부 방식이 다양하다. 경매입찰

자는 무조건 정해진 납부 기일이내에 잔 을 

납부해야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물

거나 미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어 입찰보증

을 몰수당하는데 반해, 부실채권 매수자는 채

권매각일 경우 상계  차액지 방식으로 그리고 

채무인수일 경우 채무상계신청으로 소유권을 먼

 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 을 납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소멸주의가 외일 경우가 있다. 경매

차에서 일반입찰자의 경우 선순  근 당을 포

함하여 말소기 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소멸주의

가 원칙이나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부실채권매수

자 일 경우 근 당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유권을 

이 받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양도세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경매

입찰자의 경우 투명한 경매 차에서 양도세를 

피해가긴 어렵다. 심지어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

산이 다시 경매로 넘어갔을지라도 매입원가보다 

더 높게 매각되었다면 그 차익만큼 양도세를 부

과하는 것이 일반 인 세무행정이다. 그런데 

NPL투자를 통한 채권매각방식을 통해 배당에

서 수익을 거뒀거나, 채무인수방식에 의해 채권

최고가의 범  내에서 입찰가를 써서 소유권을 

이 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 기 을 부실

채권 계약 액이 아닌 입찰가로 추정해서 양도

세를 부과하지 않는 례가 있어서 일반경매투

자와 부실채권투자는 경매입찰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차

이가 있다.7)

2. 선행연구

부실채권 련한 선행연구로 배성률8)은 자

산 리공사를 통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정리방

법과 융기 이 시장에서 자체 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한 시장의 반응을 각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융기 이 자

체 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융기 의 

가치에 더 부합되는 것임을 검증하 다. 한, 

이용희9)는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 으로 국내 상

시구조조정 시스템의 발달이 미흡한 을 들고 

해결책으로는 자  조성과 인 라육성을 통해 

국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세제

지원과 법률  지원을 병행한 정책  유도를 통

하여 연기 과 민간자본 등을 포함한 융자산

을 효율 으로 운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 다. 

우형달․김행종10)은 채권자가 요시하는 부동

산 담보 출의 문제 을 경매결과에서 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매각된 아 트만

6) 이정국, “ 업 무담보 부실채권의 감정평가 사례연구”, 두우감정평가법인, 2003, pp.3～4.

7) 정재용, “부실채권(NPL) 매각이 부동산경매 낙찰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주 학교 학원, 2014, pp.72~73. 

8) 배성률, “부실채권의 정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 경희 학교 일반 학원, 2007, pp.3~5.

9) 이용희,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와 발 방안에 한 연구”, 명지 학교 부동산․유통경 학원 석사학 논문, 2007, pp.2~5.

10) 우형달․김행종,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한 연구”, 한국지 학회지, 한국지 학회, 2009.12. 제25권 제2호,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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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채권자인 경매 아 트 물건을 수 

조사하여 부실채권회수 행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오인 11)은 부실채권  부동산 담보부 부

실채권의 가치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하여 담보부 부실채권의 가격 측에 활용 가능한 

지표를 산정하고 매각자 혹은 인수 의향자가 그 

지표를 통하여 미래의 가격을 측하고 매매에 

활용토록 하 다. 최세희12)는 부동산 담보부 부

실채권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요

인들에 해 계층구조를 통한 설문결과를 투자자

의 특성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국내자본

과 외국자본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되는 요인들의 

요도 분석을 통해 투자자 특성에 따른 투자 의

사결정요인의 시사 을 도출하 다. 우리나라 

융기 의 부실채권은 투자 상으로 그 시장이 형

성된 지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게한 배성률, 

이용희, 우형달․김행종, 오인 , 최세희의 연구 

이외에도 최근 들어 담보부 부실채권에 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가 꾸 히 증가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부실채권의 황, 시장상황, 처리

방안에 한 정책  시사 을 찾는데 주안 을 

둔 선행연구와 달리 실질 개인투자자 입장의 담

보부 부실채권의 투자에 있어 투자만족도에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라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부실채권

배성률(2007)
부실채권의 정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

이용희(2007)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와 

발 방안에 한 연구

담보부

부실채권

우형달․김행종

(2009)

부동산 부실채권의 회수실태에 

한 연구

오인 (2010)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가격 측 

지표에 한 연구

최세희(2011)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의사결정 기 에 한 연구

<표 2> 선행연구

Ⅲ. 분석 모형

1. 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이론  배경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고려되고 있는 변수들

의 개념  조작  정의와 측정도구를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투자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동산

환경, 자산수익성, 부동산입지, 부동산가격, 

리 계 등을 독립변수로 측정하 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는 투자만족도

가 재투자 의도에 미치는 향 구조를 악하기 

해 회기분석모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연구모형을 기 으로 모형

의 합성을 단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의 

합성을 해하는 변수들을 제거하여 최종 모형

을 설계하 다.

본 연구는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결

정요인의 평가 구성요인으로 부실채권 상의 부

동산의 환경, 자산수익성, 입지, 가격, 리 계

11) 오인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가격 측 지표에 한 연구”, 건국 학교 부동산 학원 석사학 논문, 2010, pp.3~6.

12) 최세희,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의사결정 기 에 한 연구”,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11.05, 제19권 제2호,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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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명)

구성비율

(%)

성별
남자 74 64.3

여자 41 35.7

연령

20세~29세 12 10.4

30세~39세 14 12.2

40세~49세 32 27.8

50세~59세 35 30.4

60세 이상 22 19.1

결혼

여부

미혼 74 33.9

기혼 41 66.1

학력

졸이하 7 6.1

고졸 20 17.4

졸 67 58.3

학원졸 이상 21 18.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6.1

100만원~200만원 미만 7 6.1

200만원~500만원 미만 63 54.8

500만원~1000만원 미만 24 20.9

1000만원 이상 14 12.2

자산

1억원 미만 5 4.3

1억원~2억원 미만 38 33.0

2억원~5억원 미만 31 27.0

5억원~10억원 미만 35 30.4

10억원 이상 6 5.2

직업

사무직 20 17.4

문직 39 33.9

부동산업 35 30.4

업주부 21 18.3

주거

형태

아 트 38 33.0

단독주택 35 30.4

다세 28 24.3

다가구 14 12.2

자가

여부

자가 73 63.5

비자가 27 23.5

<표 4> 인구통계학  특성
(N : 115명)

를 선정하 고, 성과는 투자만족도를 요인으로 

선정하 다.

실증연구를 진행하기 해 각 구성개념에 

한 측정항목을 구성하 는데, 가능하면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악한 후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1=매

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개념  조작  

정의는 다음 <표 3> 변수의 개념  조작  정의

와 같다.

잠재변수 개념  정의 조작  정의

부동산환경
투자 상의 

외 환경변수

부동산가격 망, 정부규제정책 

등 2개 항목

자산수익성
투자 상이 가지는 

수익성

체회수기간, 가 평균 회수기

간, 재매각가능성 등 3개 항목

부동산입지 투자 상의 치
수도권여부, 역세권, 기 지역 

등 3개 항목

부동산가격
투자 상이 가지는 

다양한 가격

감정평가 액, 상낙찰가, 실

거래가(시세) 등 3개 항목

리 계
투자 상의 원만한 

소유이

기존권리인수여부, 명도용이성, 

공  규제 등 3개 항목

투자만족도
투자에 한 반

인 만족의 정도

NPL의 재투자, NPL의 추천 

등 2개 항목

<표 3> 변수의 개념  조작  정의

2. 자료의 수집  분석

본 연구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

자결정요인에 한 설문항목 14개, 투자만족도에 

한 항목 2개,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항목 

9개를 포함하여 표 화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연구의 설문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NPL)의 투자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을 상으

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60일간 설문조

사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총 165부

를 배부하여 137부를 회수하 고, 수집된 자료

는 모두 115명의 유효응답을 얻어냈다.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빈도(유효표

본수 N=115)는 남성이 64.3%, 여성이 37.3%

로 여성 응답자보다 35.7%가 많았으며, 연령은 

20세~29세는 10.4%, 30세~39세는 12.2%, 

40세~49세는 27.8%, 50세~59세는 30.4%, 

60세 이상은 19.1%로 나타나 50세~59세의 비

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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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성분

1 2 3 4 5

입지

수도권 .825 .046 -.023 -.134 .155

역세권 .799 .072 .115 .199 -.122

지역 .687 .233 .313 -.143 .075

수익

체 .022 .713 .102 .055 .066

재매각 .240 .699 -.010 -.062 -.156

가 .070 .573 -.344 .260 .197

가격

평가액 .211 -.019 .768 .147 -.185

낙찰가 -.075 -.082 .708 -.016 .224

거래가 .224 .084 .564 -.229 .014

권리

인수 -.119 -.148 -.265 .784 .077

명도 -.025 .270 .256 .768 -.044

법규 .230 .462 -.141 .485 .123

환경
정책 .139 -.052 -.012 .061 .824

망 -.123 .476 .132 .008 .560

Eigen값 2.055 1.937 1.823 1.670 1.211

설명비율 14.681 13.836 13.020 11.931 8.649

설명비율 14.681 28.517 41.537 53.468 62.117

<KMO와 Bartlett의 검정>

항목 값

KMO 측도 .633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310.334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알 항목수

0.622 14

<표 5> 측정변수에 한 타당성  신뢰도 분석

결과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은 33.9%, 기혼은 

66.1%로 나타나 기혼이 미혼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종졸이하는 6.1%, 고졸은 17.4%, 

졸은 58.3%, 학원졸 이상은 18.3%로 나타나 

졸 이상의 응답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 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6.1%,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6.1%, 200만원~ 

500만원 미만은 54.8%, 500만원~1000만원 

미만은 20.9%, 1000만원 이상은 12.2%로 나

타나 200만원~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과반 이

상을 차지하 다. 

산의 경우 1억원 미만은 4.3%, 1억원~2억

원 미만은 33.0%, 2억원~5억원 미만은 27.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4%, 10억원 이상은 

5.2%로 나타나 5억원~10억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업의 경우 사무직은 17.4%, 문직은 33.9%, 

부동산업은 30.4%, 업주부는 18.3%로 나타

나 문직종사자의 비 이 가장 높았다.

주거형태의 경우 아 트는 33.0%, 단독주

택은 30.4%, 다세 는 24.3%, 다가구는 12.2%

로 아 트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자가여부의 경

우 자가 63.5%, 비자가 36.5%로 나타나 자가

의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3.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사회과학 분야에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유

의한 실험결과를 얻으려면 기본 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타당성은 측정도구 자체

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

로 정확하게 측정하 는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신회성은 측정자가 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

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타당성은 

정확성에 한 것이고, 신뢰성은 일 성에 한 

것이다.13)

본 연구에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의 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설문

항목 연구의 의도와 동일하게 응답하는가를 정확

히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과 신

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

투자결정요인과 투자만족도에 한 요인분

석 결과 모두 측정변수에 주 요인들에 한 재

치가 0.5이상14)으로 나타나 각 요인을 구성하는 

13) 윤호,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도시이미지의 결정요인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4집,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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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측정변수는 유의한 재치 수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체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KMO

값과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0.633으로서 평균 이상을 수 을 보 다. 보통 실

증  연구에서 0.6이상이면 그 모형이 유의미하

다고 보고 있다. 한 Bartlett 검정 결과 유의확

률은 0.000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신뢰도 통계량은 투입된 변수들의 체 

신뢰도인 Cronbach의 알 값은 0.611으로 측

정되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Cronbach의 알

값이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

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

의 신뢰도 값은 거 을 상회하고 있어 분석결

과는 수용될 수 있다.

4. 구조방정식 모형

1) 모형 합도

본 연구의 소재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NPL)의 투자 만족도 측면에서의 선택 속성의 

요도가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조를 악

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다. 본 연

구에서 가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연구모형

을 기 으로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의 합성을 해하는 변수를 제거

해가며 최종 모형을 선택하 다.

<그림 2>는 최종모형으로 이 모형에 한 

합기  지수들은 <표 6>과 같다. 먼  

합지수로서 모형의 반  합도를 평가하는 

x2(p-값)은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 하게 합

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한다. x2(p-값)이 크다는 

것은 합도가 나빠 연구머형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서 작을수록 좋으며, x2(p-값)에 한 p-값이 

유의수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보고 있다.

x2(p-값)에 한 x2(p-값)=0.000으로서 

합기 (p<0.001)을 충족하며, 한 GFI(0.830), 

AGFI(0.766), NFI(0.633), IFI(0.782), TLI 

(0.722) 등의 기 지수들은 모형 합 기 에 만

14) 요인 재치의 일반  기 은 ±0.3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  기 은 ±0.4이상이고 ±0.5이상이면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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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지수들은 모두 모형 합 

기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인 지

수들의 합성을 살펴보면 작성한 모형의 합성

이 체로 무난한 것으로 단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합도 종류 합도 값 합도 기

합

지수

x
2
(p-값) 190.761(.000) 유의수

자유도 136 -

RMR 0.077 < 0.10

GFI 0.830 ≥ 0.90

AGFI 0.766 ≥ 0.80

증분

합

지수

NFI 0.633 ≥ 0.90

IFI 0.782 ≥ 0.90

TLI 0.722 ≥ 0.90

CFI 0.859 ≥ 0.90

간명

합

지수

RMSEA 0.825 ≤ 0.80

PNFI 0.522 ≥ 0.50

PCFI 0.635 ≥ 0.50

PRATIO 0.742 -

<표 6> 연구모형의 합도

2) 가설의 검증결과

AMOS 20.0을 이용하여 경로계수  향

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부동산 환경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비표

화 경로계수 0.1024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

가 나타내는 유의한지 여부는 t-값 혹은 유의 확

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 t-값은 2.062이고, 

유의확률은 0.039로 나타나 부동산 환경은 부동

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산수익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비표 화 경로계수 0.432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로 

t-값은 3.599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나타나 

부동산 환경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동산 입지가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비표 화 경로계수 0.257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로 

t-값은 4.557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나타나 

부동산 환경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권리 계가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비표 화 경로계수 0.520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로 t-값

은 3.647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나타나 부

동산 환경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부동산 가격이 투자만족도에 미치

는 향은 표 화 경로계수 0.473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로 

t-값은 3.691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나타나 

부동산 환경은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네 가지 요인변수 모두가 부동산 담

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 화 경로계

수를 요약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각각의 표 화 경로계수가 0.810, 0.623, 

0.602, 0.565, 0.506 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동산 환경, 자산수익

성, 부동산 가격, 권리 계, 부동산 입지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시 물건을 개

별 특성보다는 부동산환경에 한 요인을 요시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극 반 하고 있다. 이는 

다른 투자재에 비해 외부 향(부동산가격 망, 

정부규제정책)에 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으

로 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자산수익성을 요

시하 다. 자산수익성의 경우 투자의 실질  투

자수익률과 직결된 부분으로 높은 향력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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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부동산가격의 경우 투자시 투자 액의 결

정이라는 부분에서 높은 향력을 나타낸 것이라 

단되며, 권리 계의 경우 인수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해 투자기간의 변동 험성에 

심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으며, 부동산입지의 

경우 실거주 목 이 아닌 투자의 상으로만 

단하여 입지는 가장 낮은 향값을 나타냈다.

경로
경로계수

추정치

표

오차
t-값

유의

확률

채택

여부

부동산환경

→ 만족도

1.024

(0.810)
0.497 2.062 0.039 채택

자산수익성

→ 만족도

0.4.32

(0.623)
0.120 3.599 0.000 채택

부동산입지

→ 만족도

0.257

(0.506)
0056 4.557 0.000 채택

부동산가격

→ 만족도

0.473

(0.602)
0.128 3.691 0.000 채택

리 계

→ 만족도

0.520

(0.565)
0.143 3.647 0.000 채택

<표 7> 연구 검증결과

Ⅳ. 결 론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이 담보부 부실채권

(NPL)에 투자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앞으로 담보부 

부실채권(NPL)에 한 개인투자자들이 어떠한 

요인을 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자 하 다.

이를 해서 각종 자료  기존의 연구 등 

문헌연구와 더불어 AMOS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거쳐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의

사 결정시 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요인의 요도

를 도출하 다.

담보부 부실채권(NPL)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만족도를 단함에 있어 담보부 부실채권

(NPL)자산 내지 담보부동산 자체의 특성 분석

에만 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망과 정부규제정책 등 외부  환경을 좀 더 

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로 나타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개인투자자

의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 상 결정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요인과 만족도를 AMOS을 

활용하여 악하 으나 연구의 범 는 기존의 

요도 도출을 하는 투자결정요인을 통한 투자만족

도로 단순화 되어 있다. 한 실제 개인 담보부 

부실채권(NPL) 투자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사

례와 실패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담보부 부실채권

(NPL)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투자결정

기 의 실증분석이 후속연구로 이어진다면 개인 

담보부 부실채권(NPL)투자에 안정성과 수익성

에 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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