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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 estate preference attributes and purchase 

intent of experienced investors by categorizing them into different subgroups.

(2) RESEARCH METHOD

The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Chi-Square analysis, post-hoc estimation(Duncan test), Cluster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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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The subdivided investment styles can be represented by five groups: asset value dependent invest-

or, value investor, indifferent investor, Region/Purpose/Cyclical investor and the tenant dependent 

investor.

2. RESULTS

By ad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real estate preference attributes and purchase intent to 

subdivided investment styles, we can conclude that the mentioned investment styles effectively repre-

sent and provide a subdivision standard for the real estate market.

3. KEY WORDS

∙Real Estate, Investment Style, divide into subgroups, preference for real estate, Purchase intent

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부동산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을 상으로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하여 부동산선호속성과 구매

의도를 악하는데 있다. 연구 분석방법은 SPSSWIN 1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 편차, 요인분석, 

군집분석, Chi-Square분석, one-way ANOVA분석,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사후검정 그리

고 Cronbach's α 계수로 신뢰도 검증을 하 다.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한 결과 자산가치의존투자형, 평가의존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경기의존투자형, 임차인의존투자형 등 다섯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하고 사회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 뿐 만 아니라 부동산선호속성, 구매의도 등을 결합한 

결과 투자스타일은 효과 인 시장 세분화의 기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부동산, 투자스타일, 세분화, 선호속성, 구매의도

Ⅰ. 서 론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스타일은 효과 인 시

장 세분화의 기 이 된다. 투자스타일 군집의 특

징으로 소비자를 세분시장으로 나 고 사회인구

학  특성과 주거특성 뿐 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련 요인들을 결합하여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투자스타일을 근거로 한 세분화는 소비자 지향

 근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 인 마  략을 구사

한다.

투자스타일에 한 연구는 거의 주식과 연

되어 연구되어 있고(임병진(2013)1), 박천

(2014)2), 반주일외 2인(2016)3)) 부동산과 

1) 임병진, “CSI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한 국 상해 기업 주식 스타일투자에 의한 자산운용 험 리에 한 실증  연구”, 경 연구, 한국

산업경 학회, 2013, pp.147-151.

2) 박천 , “스타일 투자 략이 국내주식시장에 미치는 향”,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4, pp.4-24.

3) 김명애․ 용호, “한국주식시장의 산업기반 스타일 투자에 한 연구”, 재무 리연구, 한국재무 리학회, 2016, 제33집,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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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민성훈(2013)4)의 

연구가 있다. 민성훈(2013)은 해외에서 개발된 

표인 부동산 스타일분석의 모형들을 소개하고 

국내 시장에 한 유용성을 검정해보았다. 즉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수익과 험의 특성을 스타

일인자가 얼마나 유의하게 설명하는가를 통해 수

행하여 부동산 련연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문과 차별성을 두기 해 투자

성향이 드러나는 투자스타일에 주안 을 두었다.

한편 세분화는 유형화와 같은 의미로 기업

의 경 략에 도움을 다. 세분화는 본래 유형

화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경 학, 학, 

마 학 등 다른 학문 인 분야에서 주로 연구

가 되어 많이 되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부동산과 

련된 주제로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다(오윤

경․강정규(2015)5), 하정순(2006)6), 하정순

(2007)7)), 오 석․성주한(2003)8)) 부동산

은 특성상 투자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며 실제

로 투자시 여러 가지 험에 직면하기도 한다(하

정순․이창석(2009)9) 이러한 환경속에서 소

비자는 부동산의 구매의도를 형성하고 가장 선

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 부동산선호속성과 구매의도는 개인

인 가치 과 단에 의존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

, 문화 , 교육 , 경제 측면 뿐 만 아니라 투

자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에

서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하여 선

호속성과 구매의도를 악하여 부동산분야의 학

술 인 연구에 이론 으로 기여하고 실제로 부동

산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실무 인 

략수립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  고찰

1. 부동산투자스타일, 선호속성, 구매

의도 정의

민성훈(2013)은 투자스타일은 다양한 투

자 상을 수익과 험의 특성에 따라 몇개의 집

단으로 분류한 것이며 스타일분석은 어떤 투자

상의 스타일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

하 다. 증권시장에서 보편화된 스타일분석에 

해 Schwob(2000)은 서로 다른 수익률패턴

에 의해 간단히 식별이 가능한 시장분할이라고 

정의 하 다. 한 펀드의 스타일에 특화된 정보

제공회사인 Morningstar는 자신의 표상품인 

StyleBox를 통해 보다 시각으로 스타일의 정의

를 보 다는데 의미가 있다.10) 본 연구와는 달리 

투자스타일 자체를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스타일을 부동

산에 한정하여 개인 이 속한 사회 , 문화 , 교

육 , 경제 환경과 부동산투자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생긴 가치의 기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행동패턴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부동산선호속성이란 소비자구매행동에서 가

장 자주 고려하는 특성 의 하나로 구매의사결정

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인이다(심미 ․

고경필, 1996)11). 이러한 선호속성은 구매자가 

부동산의 구매와 련하여 주거가치와 련되어 

있는 척도이며 소비자 마  략의 핵심이 되

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의식 이고 합리 인 기

에 따라 선호속성을 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동산선호속성이란 부동산구매 

4) 민성훈, “부동산포토폴리오의 스타일분석에 한연구”, 건국 학교 박사학 논문, 2013, pp.5-22.

5) 오윤경․강정규, “부산시 주택하 시장의 세분화  특성에 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5, 제21집3호, pp.29-34.

6) 하정순, “소비자의 주거가치 세분화에 따른 아 트 구매행태특성에 한 연구”,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제41권 제 6호, 

pp.135-148.

7) 하정순, “라이 스타일 세분화를 통한 실버타운 수요자 분석”,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07, 제15권4호, pp.133-147.

8) 오 석․성주한, “시장세분화를 통한 서울시 아 트 가격결정특성  선호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3, 제21 

권, pp.77-79.

9) 하정순․이창석, “투자확신이 부동산 험투자행동과 투자성과에 미치는 향”,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9, 제37권, pp.289-308.

10) 민성훈, 게서, 2013, pp.7~10 인용  정리. 

11) 심미 ․고경필,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한가정학회지, 한가정학회, 1996. 34권 2호, pp.3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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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고려하는 기본속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구매의도에 해 김 수(2008)12)는 아

트가 특정 건설회사에 매될 때 소비자가 건설

회사로부터 구매하려는 의지로 정의하 다 김기

윤외 3인(2010)은13) 아 트를 재구매하려는 

구매의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구매실행의 사 단계로 부동산투자에 

해 정 인 생각을 갖고 구매할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2. 선행연구

부동산에 용한 스타일분석은 시장에서 발

표되고 있는 증권이나 부동산 련 지수를 이용하

여 Sharpe(1992)의 다요인모형을 부동산펀드

에 응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4) 

이러한 논문과 련과 계있는 민성훈(2012)

은 해외에서 개발된 부동산 스타일분석의 모형들

을 국내 시장의 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모형은 미국에서 발 한 Core, Value-added 

Opportunistic 스타일의 PBSA와 유럽에서 발

한 규모 가치성장 스타일의 RBSA이다. 서울 

오피스시장을 상으로 표본이 되는 부동산 포트

폴리오를 수익률 시계열의 표 편차를 설명변수

로 한 군집분석을 통해 Core, Value-added 

Opportunistic스타일로 분류한 다음, 분류된 

스타일을 종속변수로, 포토폴리오의 특성을 설명

변수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유의

성을 검정하 다. 김진규외 3인(2004)15)은 부

동산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투자스타일-부문별투

자에 해 10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즉 부

동산부문별 투자, 시장과 반 로 투자, 시장에서 

시 포착투자, 성장에 투자, 가치투자, 부동산규

모에 따른 략, 임차인에 한 투자, 재정거래투

자, 구조조정투자 략, 우량 는 표  부동산

매입 략으로 구분하고 탁월한 투자수익률을 달

성하기 하여 이러한 투자스타일 스타일 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 다.

Ⅲ. 연구설계

1.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 모집단은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동산투자경험이 있는 30세 이상-60

세미만의 남녀를 상으로 무작  표본추출 방법

을 사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하여 직 면담을 통한 비조사를 2015년 11

월 20일에서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50부를 배

포하여 문제 을 수정․보완하 다. 최종설문지

는 2016년 1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45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78부(84%)

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

성과 주거특성, 부동산투자스타일, 선호속성, 구

매의도, 추천의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투자스타일은 Brueggeman/Fisher

의 부동산 융과 투자를 번역한 김진규외 3인

(2004)의 부동산투자자의 투자스타일-부문별

투자에 해 10가지요인16)에서 6가지 요인으로 

축소하여 국내의 부동산투자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6가지 요인으로 축소한 이유는 자산 

포토포리오 운용자들이 사용하는 략 는 스타

12) 김 수, “아 트 주거만족도와 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경기 학교 서비스경 학원 박사학 논문, 2008, 

pp.71-73.

13) 김기윤․민규석․윤재억․나 식, “아 트 구매의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0, 제42집, pp.209-229. 

14) 민성훈, 게서, 2013, p.18 재인용.

15) 김규진․김 곤․백원석․신창득 공역, 부동산 융과 투자, 부연사, 2004, pp.455-457.

16) 부동산부문별 투자, 시장과 반 로 투자, 시장에서 시 포착투자, 성장에 투자, 가치투자, 부동산규모에 따른 략, 임차인에 한 투자, 

재정거래투자, 구조조정투자 략, 우량 는 표  부동산매입 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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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균)

(표 편차)
변수 빈도(%)

구분(평균)

(표 편차)
변수 빈도(%)

성별
남성 195(51.6)

입주형태 
자가 314(83.1)

여성 183(48.4) 차가 64(16.9)

연령

(M=47)

(S.D=10.03) 

30 83(22.0)

학력

고졸이하 134(36.2)

40 144(38.1) 졸 214(57.5)

50 121(39.9) 학원졸 24(6.3)

한달평균소득 

(M=629만원)

(S.D=50.25)

400만원 미만 102(27.4) 순자산

(M=6억 

7600만원, 

(S.D=6.54)

3억미만 98(26.3)

400만원 30(8.1) 3억이상-5억미만 75(20.1)

500만원 129(34.8) 5억이상-7억미만 73(19.2)

600만원 이상 110(29.7) 7억이상 126(33.9)

직업 

매서비스직․ 업직 73(19.3)

주택가격 

3억미만 84(22.2)
회사원, 일반공무원, 교사직 등 79(20.9)

3억원  120(31.7)자 업 89(23.5)

문경 인․교수․변호사․의사 등 35(9.3) 4억원 60(15.9)
주부 68(18.0)

5억원이상 114(30.2)기타 34(9.0)

주택규모(M=

38)

(SD=15.40)

100m²(30평)미만 63(16.7)

거주지역 

창원 179(47.4)

100m²이상 -133m²미만(30평형) ) 186(49.2) 마산 119(31.4)

133m²(40평)이상 129(34.1) 진해 80(21.2)

주택종류

단독주택 120(31.7)

공동주택 246(65.1)

기타 12(3.2)

*결측치에 의해 차이가 있음, 이하 모든 표에 동일하게 용됨

<표 1> 표본의 사회인구학  특성  주거특성  N=378*

일이 혼재되어 있어 4가지 요소를 제외시키고 일

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속성만으로 구성되었다.

부동산투자스타일과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한 변수는 ‘  아니다’를 1 , ‘매우 그 다’를 

7 으로 하여 7  리커트척도인 등간척도로 측정 

하 다. 분석방법은 SPSSWIN 13.0 로그램

을 이용하여 평균, 표 편차, 요인 분석, 군집분

석, Chi-Square 분석, one-way ANOVA분석, 

M, R.T(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사후검정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로 신뢰도 

검증을 하 다.

3. 연구문제

소비자들이 부동산투자를 할 때 투자스타일

이 하나가 아닌 복 이고 복합 인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하여 집단

의 특징을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제시하

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동산 투자스타일에 따른 사

회 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동산투자스타일에 따른 선

호속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동산 투자스타일에 따른 구

매의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Ⅳ.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인 사회인구학  특성

과 주거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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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51.6%)과 여

성(48.4%)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으며 연령

은 50 가 39.9%와 40 가 38.1%, 30 가 

22.0%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달평균소득은 500만원 가 34.8%로 가

장 많았으며 600만원이상(29.7%), 400만원미

만(27.4%)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57.5%)

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자 업(23.5%), 회사원․

일반공무원․교사(20.9%), 매서비스직․ 업

직(19.3%) 순이었다. 자산은 7억이상(33.9%), 

3억미만(26.3%), 3억이상-5억미만(20.1%), 

5억이상-7억미만(20.1%) 순이었으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종류는 공동주택거주자가 65.1%이었

으며 주택규모는 100m2이상 133m2미만(30평

)가 49.2%이며 133m
2
(40평)이상(34.1%), 

100m2(30평)미만(16.7%)순이었다. 주택가격

은 3억원 (31.7%)과 5억원이상(30.2%)이 

많았으며 입주형태는 자가가 83.1% 다. 거주

지역은 창원(의창구, 성산구)이 47.4%, 마산(마

산회원구, 마산합포구)이 31.4%, 진해(진해구)

는 21.2%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투자스타일 요인분석 

1) 부동산투자 스타일 요인추출

첫 번째 단계로 조사 상자의 부동산투자스

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고자한다. 

별타당성과 집 타당성을 높이기 한 방

법인 직각회 (orthogonal rotation)방법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결과 eigen 값이 1.64-3.03으로 6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을 한 이유는 수많은 변수들을 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 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 하고 

요인 수를 구하기 한 것이다. 직각회 방식은 

회 축이 직각을 유지하며 회 하므로 부동산투

자스타일의 요인들 간의 상 계가 0이 되어 투

자스타일의 유형을 더 잘 분류한다. 각 요인들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악하

기 해 Cronbach α계수를 구한 결과 0.750- 

0.873으로 일반 인 기 인 0.617)보다 높은 수

치를 나타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체 변수에 한 표본 합성을 나타내

는 KMO(Kaiser-Meyer-Olkin)값이 0.777, 

chi-square값이 126.850(p=0.000)으로 귀

무가설을 기각하여 표본은 요인분석에 합하

다.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각 변수와 

요인사이의 상 계를 알 수 있는데 0.688- 

0.838으로 나타나 값이 0.5이상을 넘으면 

매우 요한 변수라는 조건18)을 충족시키고 있

다. 부동산투자스타일의 분산은 76.20%로 

나타나 총설명력도 높게 나타났다.

2) 부동산투자스타일의 일반  경향 

조사 상자의 투자스타일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요인들을 구성

하고 있는 변수의 내용을 반 하여 요인 1을 ‘자

산가치의존투자, 요인 2를 ‘규모의존투자’, 요인 

3을 ‘임차인의존투자’, 요인 4를 ‘지역․용도의존

투자’요인 5는 ‘경기의존투자’, 요인 6을 ‘ 평가

의존투자’으로 각각 명명하 다. 각 요인의 평균

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상자들은 평가의존투

자(M=4.92)를 가장 추구하고 있었고 자산가치

의존투자(M=4.52), 경기의존투자(M=4.49), 

지역․용도의존투자(M=4.25), 규모의존투자

(M=3.98), 임차인의존투자(M=3.96) 순으

로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사 상자는 높

은 수익률과 가치상승을 실 할 수 있는 매물

에 투자하는 하거나 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17) Nunnally, J. C., &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3th ed), New-York : McGraw-Hill, 1994, pp.492-498.

18)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88,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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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변수
요인 재량 

공통성 
1 2 3 4 5 6

자산가치의존투자 (M=4.52)

4.59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 매매가를 높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838 .130 .130 .024 .160 .142 0.782

4.60
임 리가 안된 부동산을 매입해 일정기간동안 임 리를 잘하여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831 .205 .084 .174 .023 .242 0.829

4.46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해 일정기간동안 임 리, 리모델링, 

자산 리등을 하여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814 .135 .031 .161 .062 .142 0.732

4.44
낡은 부동산을 매입해 일정기간동안 리모델링하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718 .091 .194 .019 .313 .037 0.661

규모의존투자(M=3.98)

4.14 규모가 큰 건물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물에 투자한다 .096 .848 .243 .038 .098 .098 0.808

3.90 자신이 리하기 좋은 건물규모를 선택한다 .335 .824 .192 -.017 -.066 .079 0.839

3.89
규모건물보다 작은건물을 더 잘알고 있기에 작은 규모의 건물에 

투자한다. 
.111 .789 .185 .111 .179 .068 0.718

임차인의존투자(M=3.96)

3.91
단일 세입자가 리가 편해서 다수 세입자보다 단일세입자일 때 투

자한다. 
-.016 .260 .857 .098 -.041 .146 0.835

3.99 임차인을 쉽게 구할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 .136 .214 .854 .048 -.027 .088 0.804

3.98
공실이 나지 않게 하기 해 임차인이 쉽게 바 지 않는 곳에 투자

한다 
.304 .134 .688 .176 .166 -.082 0.649

지역․용도 의존투자(M=4.25)

4.14 아 트등 자신이 있는 특정부동산용도에 해 주로 투자한다. .032 .087 .120 .846 -.056 .033 0.749

4.07
수익률이 높은 특정 용도의 부동산에 해 공부하여 자신을 문화

하여 투자한다.
.123 -.034 .114 .803 .291 .000 0.759

4.55
부동산투자용도(오피스, 아 트등)가 선정되면 내가 잘 아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154 .067 .039 .722 .118 .274 0.640

경기의존투자(M=4.49) 

4.46
경기순환주가와 장래의 경제환경을 이해하여 부동산의 매도 시 에 

매도한다
.224 .010 .053 .080 .891 .072 0.859

4.52
경기순환주가와 장래의 경제환경을 이해하여 부동산의 매수 시 에 

투자한다
.156 .245 -.031 .248 .695 .239 0.687

평가의존투자(M=4.92)

5.09 높은 수익률과 가치상승을 실 할 수있는 매물을 찾아 투자한다 .168 .044 .068 .067 .266 .832 0.803

4.76 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찾아 투자한다 .272 .175 .087 .194 -.001 .811 0.807

고유값

총분산(%)

분산(%)

3.03

17.84

17.84

2.34

13.78

31.63

2.17

12.80

44.42

2.11

12.38

56.80

1.65

9.73

66.52

1.64

9.67

76.20

Cronbach's α 0.873 0.849 0.803 0.761 0.728 0.750

*리커트 7  척도(1=  아니다 4=보통, 7=매우 그 다)

KMO=0.777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26.850, p값=0.000)

<표 2> 부동산투자스타일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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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요인

자산가치의존

투자형

평가의존

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경

기의존 투자형 

임차인의존

투자형 

N=99(26.6%) N=72(19.4%) N=75(20.2%) N=51(13.7%) N=75(20.2%)

요인 1(자산가치의존투자) 

요인 2(규모의존투자)

요인 3(임차인의존투자)

요인 4(지역․용도의존투자)

요인 5(경기의존투자)

요인 6( 평가의존투자)

0.79605

-0.65251

-0.01197

-0.07323

0.63619

-0.48843

0.16309

0.17409

-0.26485

-0.89545

-0.56920

0.94145

-0.53551

-0.05949

-0.29054

-0.31950

-0.78169

-0.87209

-1.17449

-0.02780

-0.54397

0.85492

0.67265

0.41184

0.39081

0.65360

0.93050

0.69445

0.03095

0.33297

<표 3> 부동산 투자스타일에 따른 군집의 요인 수

3. 부동산투자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사회 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

1) 라이 스타일 세분화

두 번째 분석단계로 부동산투자스타일과 

련된 항목을 요인분석 한 후 나오는 요인 수

(factor scores)를 근거로 K-평균 군집방법

(K-Means Clustering)을 표본에 용하여 상

호 배타 인 군집들을 만들어 보았다. 최종  분

석에서 이용할 군집의 수를 검토 한 결과, 부동산

투자스타일의 각 집단의 특성이 반 되면서 상

으로 다양한 유형을 악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군집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표 3>은 부동산투자스타일에 따른 

요인 수를 나타낸 것인데 각 개체들의 요인

수를 F=
 



Wji Zjk(p: 변수의 개수, Wji : 표

화 된 개수 Zjk: 개별 측 상의 요인 수)로 

구한 값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를 통해 부동산투

자스타일 군집별로 빈도수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군집1은 투자규모의존투자, 임차인의존투

자, 지역․용도의존투자, 평가의존투자에 

해서는 부정 인 표 을 나타내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에 자산가치의존투자와 경기의존투자

에 정 인 표 을 나타내는 정(+)의 값을 갖

고 있다. 이 군집은 특히 자산가치의존투자의 요

인 값이 가장 높아 “자산가치의존투자형”이라고 

명명하 으며 조사 상자는 26.6%(99명)으로 

나타났다.

군집2는 임차인의존투자, 지역․용도의존투

자, 경기의존투자에 해서는 부정 인 표 을 나타

내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에 자산가치의존투자, 

규모의존투자, 평가의존투자에 정 인 표 을 

나타내는 정(+)의 값을 갖고 있다. 이 군집은 특히 

평가의존투자의 요인값이 가장 높아 “ 평가의

존투자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하 으며 조사 상

자는 19.4%(72명)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모든 요인에 해 심이 없는 음

(-)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

은 투자에 심이 없는 집단으로 “무 심형”이라

고 명명하 으며 조사 상자는 20.2%(75명)로 

나타났다.

군집4는 자산가치의존투자, 투자규모의존

투자, 임차인의존투자에 해서는 부정 인 표

을 나타내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에 지역․ 

용도의존투자, 경기의존투자, 평가의존투자에 

해서는 정 인 표 을 나타내는 정(+)의 값

을 갖고 있다. 즉 이 집단은 지역․ 용도 의존투자

의 요인값이 가장 높고 경기의존투자 요인값이 

상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지역․ 용

도․ 경기의존투자형”이라고 명명하 으며 조사

상자는 13.7%(51명)으로 나타났다. 

군집5는 모든 투자에 해 요인값이 정(+)

의 값을 나타내 투자에 해 극 인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존투

자 요인값이 가장 높아 “임차인의존투자형”으로 

명명하고자 하 으며 조사 상자는 20.2%(75

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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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일반  특성

자산가치

의존투자형 

평가의존

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

․경기의존

투자형

임차인

의존투자형 χ2 통계량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 

30  27(27.3) 13(18.1) 21(28.0) 6(11.8) 13(17.3)

17.359*

(df=8)
40 36(36.4) 20(27.8) 24(32.0) 24(47.1) 37(49.3)

50 36(36.4) 39(54.2) 30(40.0) 21(41.2) 25(33.3)

계 99(100.0) 72(100.0) 75(100.0) 51(100) 75(100)

학벌 

고졸이하 32(32.3) 21(29.2) 59(78.7) 6(11.8) 16(21.3)

29.224***

(df=8)

졸 63(63.6) 48(66.7) 15(20.0) 42(82.4) 46(61.3)

학원졸이상 
4(4.0) 3(4.2) 1(1.3) 3(5.9) 13(17.3)

99(100) 72(100) 75(100) 51(100) 75(100)

한달평균

소득 

400만원이하 30(30.3) 15(21.1) 38(50.7) 9(17.6) 10((13.3)

53.814***

(df=16)

400만원 5(6.1) 3(4.2) 7(9.3) 6(11.7) 9(12.0)

500만원 45(45.5) 24(33.3) 15(20.0) 27(52.9) 18(24.0)

600만원이상 18(18.2) 30(41.7) 15(20.0) 9(17.6) 38(50.7)

계 98(100) 114(100) 75(100) 51(100) 75(100)

직업 

매서비스직․ 업직 18(20.7) 13(19.1) 21(28.0) 9(17.6) 12(19.0)

60.138***

(df=20)

회사원, 일반공무원, 교사직 등 30(34.5) 7(10.3) 15(20.0) 15(29.4) 12(19.0)

자 업 21(24.1) 21(30.9) 18(24.0) 17(33.3) 12(19.0)

문경 인 4(4.6) 9(13.2) 0(0) 4(7.8) 18(28.6)

주부 14(16.1) 18(26.5) 21(28.0) 6(11.8) 9(14.3)

계 87(100) 68(100) 75(100) 51(100) 63(100)

주택종류 

단독주택 28(28.9) 26(36.1) 36(49.3) 12(25.5) 18(24.0) 13.793**

(df=4)공동주택 69(71.1) 46(63.9) 37(50.7) 35(74.5) 57(76.0)

계 97(100) 72(100) 73(100) 47(100) 75(100)

입주 형태 

자가 86(86.9) 63(87.5) 45(60.0) 51(100) 63(84.0)
40.306***

(df=4)
타가 13(13.1) 9(12.5) 30(40.0) 0(0) 12(16.0)

계 99(100) 72(100) 75(1000 51(100) 75(100)

순자산 

3억원미만 18(18.2) 17(23.6) 33(44.0) 9(17.6) 21(28.0)

35.587***

(df=12)

3억이상-5억미만 21(21.2) 10(13.9) 15(20.0) 12(23.5) 17(22.7)

5억이상-7억미만 39(39.4) 7(9.7) 9(12.0) 12(23.5) 6(8.0)

7억이상 21(21.2) 38(52.8) 18(24.0) 18(35.3) 31(41.3)

계 99(100) 72(100) 75(100) 51(100) 75(100)

<표 4> 투자스타일세분화 따른 사회인구학 특성  주거특성과의 Chi-Square분석

2) 부동산스타일에 세분화에 따른 

사회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 

부동산투자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사회인구

학  특성과 주거특성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Chi-Square분석을 실시하 다. (<표 4> 참조) 그 

결과 조사 상자의 연령(p<.05), 학력(p<.001), 한

달소득(p<.001), 직업(p<.001), 주택종류(p<.01), 

입주형태(p<.001), 자산(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군집 1인 자산가치의존투자형의 경우 연령은 

40 (36.4%)와 50 (36.4%)가 같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부분 졸(63.6%)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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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달평균소득은 500만원 (45.5%) 이었으

며 직업은 회사원․일반공무원․교사직(34.5%)

의 비율이 높았다.

주택종류는 공동주택(71.1%), 자가율은 86.9%

으로 자산은 5억원이상 -7억원미만(39.4%)으

로 나타났다.

군집 2인 평가의존투자형의 경우 연령은 주

로 50 (54.2%)이었으며, 학벌은 졸(66.7%)

이며 직업은 자 업(30.9%)로 한달평균소득은 

600만원이상(41.7%)이었다. 주택종류는 공동

주택(63.9%), 입주형태는 자가가 87.5%로서 자

가율이 두 번째로 높고 자산은 7억이상(52.8%)

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3인 무 심형의 경우 50 가 40%이며 

30 가 28.0%이었으나 상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30 가 많아 30 ․50 가 혼재되어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78.7%로 

가장 낮은 집단이며 한달평균소득은 400만원이하

(50.7%), 직업은 매서비스직․ 업직(28.0%), 

주부(28.0%)가 같은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주택

종류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50.7%, 단독주택이 

49.3%로 주택과 아 트가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

져있고 공동주택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입주 

형태인 자가율도 60.0%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

이며 자산은 3억원미만(44.0%)이다.

지역․용도․경기의존투자형의 경우 연령

은 40 (47.1%), 학벌은 졸(82.4%), 한달

평균소득은 500만원 (52.9%), 직업은 자 업

(33.3%), 주택종류는 주로 공동주택(74.5%)

고 입주 형태는 자가율(100%)이 가장 높은 집

단으로 자산은 7억이상(35.3%) 다.

임차인의존투자형은 연령은 40 (49.3%)

이었으며 학벌은 졸이 61.3%를 차지하고 

학원졸업자가 17.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음

을 알 수 있다. 한달평균소득은 600만원이상

(50.7%)이었으며 직업은 문경 인․교수․

변호사․의사 등의 비율(28.6%)이 높게 나타났

다. 주택종류는 공동주택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주 형태인 자가율은 84.0%로 자산

은 7억이상(41.3%)로 구성되어 있다.

4. 부동산투자스타일세분화에 따른 

선호속성

부동산투자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선호속성

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Chi-Square분석을 

실시하 다(<표 5> 참조). 그 결과 선호하는 부

동산(p<.01), 선호하는 부채비율(p<.01), 선호

하는 투자 액(p<.001), 투자횟수와(p<.001), 

부동산 투자이유(p<.001))에서 통계 으로 유

의 인 차이가 있었다.

자산가치의존투자형 경우 주거용부동산

(40.4%)에 주로 투자하는 집단으로 선호하는 

부채비율은 30%미만이 44.4%로 가장 많이 차

지하 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30%이상 50%미

만의 비율(40.4%)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5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액은 1억원미

만(40.6%)이며 부동산정보는 공인 개사를 통

해(32.3%) 얻는 것을 선호하고 투자횟수는 4-5

회(51.6%)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책을 하여(41.8%)이다.

평가의존투자형의 경우 선호하는 부동산은 

상업용부동산(43.5%)가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

는 부채비율은 50%이상(52.1%) 다. 선호하는 

투자 액은 2억원이상 -3억원미만(41.7%)으로 

부동산정보는 주로 직 발품을 팔아서(30.0%), 

투자횟수가 6회이상으로 가장 많은 집단으로 부동

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책을 하여(66.7%)

이었다.

무심 형의 경우 선호하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50.7%)이었으며 선호하는 부채비율은 

30%미만(58.7%)이었다. 선호하는 투자 액

은 1억원미만(40.0%)이었으며 부동산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32.0%)정보를 많이 얻는 집단

이라 볼 수 있다. 투자횟수는 1회(52.0%), 부동

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택을 마련하기 해서

(50.0%) 다. 부채가 많으면 채무불이행의 가

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융  험은 

산에 이를 수도 있기에 이 집단은 월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부채비율로 낮은 것을 선호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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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일반 특성

자산가치의

존투자형

평가의존 

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

․경기의존

투자형

임차인의존

투자형 χ2 통계량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선호하는

부동산종류 

주거용부동산 40(40.4) 21(30.4) 38(50.7) 21(41.2) 24(32.0)

20.994**

(df=8)

상업용부동산 34(33.4) 30(43.5) 25(33.3) 9(17.6) 31(41.3)

토지 25(25.2) 18(26.1) 12(16.0) 21(41.2) 20(26.7)

계 99(100) 69(100) 75(100) 51(100) 75(100)

선호하는

부채비율 

30%미만 44(44.4)) 23(32.4) 44(58.7) 33(64.7) 33(44.0)

20.835**

(df=8)

30%이상-50%미만 40(40.4) 11(15.5) 16(21.3) 12(23.5) 18(24.0)

50%이상 15(15.2) 37(52.1) 15(20.0) 6(11.8) 24(32.0)

계 99(100) 71(100) 75(100) 51(100) 75(100)

선호하는 

투자 액 

1억원미만 39(40.6) 6(8.3) 30(40.0) 15(29.4) 3(4.0)

41.532***

(df=12)

1억원이상-2억원미만 21(21.9) 21(29.2) 15(20.0) 21(41.2) 25(33.3)

2억원이상-3억원미만 21(21.9) 30(41.7) 18(20.0) 6(11.8) 12(16.0)

3억원이상 15(15.6) 15(20.8) 12(16.0) 9(17.6) 35(46.7)

계 96(100) 72(100) 75(100) 51(100) 75(100)

부동산 

정보 

친척 친구 등 개인  네트워크 15(16.1) 12(20.0) 12(16.0) 15(29.4) 12(16.7)

52.328***

(f=16)

신문, 텔 비 등 언론업체 9(9.7) 16(10.0) 15(20.0) 12(23.5) 12(16.7)

공인 개사 30(32.3) 12(20.0) 21(28.0) 21(41.2) 21(29.2)

직  발품을 팔아서 12(12.9) 18(30.0) 3(4.0) 3(5.9) 12(16.7)

인터넷을 통해서 27(29.0) 2(20.0) 24(32.0) 0(0) 15(20.8)

계 93(100) 60(100) 75(100) 51(100) 72(100)

투자횟수 

1회 12(12.1) 12(16.7) 39(52.0) 8(15.7) 9(12.0)

63.780***

(df=12)

2-3회 12(12.1) 22(30.6) 21(28.0) 24(49.0) 18(24.0)

4-5회 51(51.6) 11(15.3) 6(8.0) 18(35.3) 30(40.0)

6회이상 24(24.2) 27(37.5) 9(12.0) 0(0) 18(24.0)

계 99(100) 72(100) 75(100) 50(100) 75(100)

부동산 

투자의 

이유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24(30.4) 6(9.5) 6(9.1) 6(18.2) 42(62.7)

48.774***

(df=12)

노후 책을 하여 33(41.8) 42(66.7) 18(27.3) 18(54.5) 18(26.9)

주택마련을 하여 21(26.6) 12(19.0) 33(50.0) 3(9.1) 6(8.9)

마땅히 다른 투자할 곳이 없어 1(1.3) 3(4.8) 9(13.6) 6(18.2) 1(1.5)

계 79(100) 63(100) 66(100) 33(100) 67(100)

<표 5> 투자스타일세분화 따른 부동산선호속성과의 Chi-Square분석

지역․용도․경기의존투자형의 경우 선호

하는 부동산은 주거용부동산(41.2%)와 토지

(41.2%)를 같은 비율로 선호하 으며 선호부채 

비율은 30%미만이 64.7%로 가장 낮은 집단이

라 볼 수 있다. 선호하는 투자 액은 1억원이

상~2억원미만(41.2%)이었으며 부동산정보는 

공인 개사(41.2%)를 통해서 주로 얻었다. 투

자횟수는 2-3회(49.0%) 으며 부동산투자이

유는 노후 책을 하여(54.5%) 다.

임차인의존투자형의 경우 선호하는 부동산

은 상업용부동산(41.3%)이었으며 선호하는 부

채비율은 30%미만(44.0%)이었고 선호하는 투

자 액은 3억원이상(46.7%) 다. 선호하는 부

동산정보는 공인 개사(29.2%) 투자횟수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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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  항 1 2
커뮤리

낼리티

요

인

1

나는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다. .983 -.020 0.941

0.924

0.911

나는 부동산에 지속 인 심을 갖고 구매할 기회에 구매할 것이다. .969 -.034

나는 당장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자본이 생긴다면 구매할 것이다. .962 -.053

요

인

2

나는 친구나 친지에게 부동산을 살 것을 권할 것이다. -.044 .971 0.921

0.890

0.824

나는 친한사람들에게 부동산을 권할 것이다. -.043 .960

다른 사람이 부동산투자 하는 것에 해 좋게 말할 것이다. -.019 .951

고유값

총분산(%)

분산(%)

2.65

42.34

42.34

2.23

39.12

81.47

Cronbach's α 0.872 0.861

*리커트 7  척도(1=  아니다 4=보통, 7=매우 그 다)

KMO=0.721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12.245)      , p값=0.000)

<표 6> 부동산구매의도 요인분석

집 단

특 성

자산가치의존

투자형 

평가의존 

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경기

의존투자형

임차인의존

투자형 F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구매의도 4.79 AB 4.88 AB 3.88 B 4.65 AB 5.04 A 13.12***

구 의도 4.58 AB 4.58 AB 3.56 B 4.53 AB 5.08 A 16.23***

*p<.05 **p<.01 ***p<.001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근거하여 A>B>C 로 구별함.

<표 7> 부동산투자스타일세분화 따른 구매의도  구 의도 

회(40.0%) 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62.7%) 다. 

5. 부동산스타일세분화에 따른 구매의도 

부동산구매의도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지 알아보기 해 투자스타일과 같은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 다. Kaiser- 

Meyer-Olkin(KMO)척도는 0.721로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

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수집

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

인분석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은 2.65, 요인 2의 

고유값은 2.23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표 6> 참조)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0951-0.983이 고, 공통성(communality)은 

0.824-0.941로 일반  기 인 0.4를 충분히 상

회하 다19).

요인 1은 구매의도, 요인 2는 구 의도로 

명명하 으며 이 2개의 요인은 체 분산의 

81.47%로서 높은 설명력을 보 다. 한 신뢰도

(Chronbach's Alpha)계수도 0.872, 0.861

으로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투자스타일세분화에 따라 구매의도

와 친구나 친지에게 권할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M R 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사후검

정을 하 다. (<표 7> 참조)

그 결과 구매의도(p<0.001), 구 의도

(p<0.001)에서 투자스타일 군집별로 유의한 차

19)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88,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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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특성

자산가치의존 

투자형 
평가의존투자형 무 심형 

지역․용도․경기

의존투자형
임차인의존투자형 

특 성

용도변경이나 임

리, 리모델링 등으로 

부동산가치를 높여 매

매가를 높이는 집단 

매물과 평가된부

동산에 투자하여 수익

률을 높이는 집단 

부동산 투자에 심이 

없는 집단

경기순환주기를 이해

하고 가장 높은 수익

을 낼 수 있는 특정지

역이나 특정부동산에 

집 투자하는 집단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

는 집단 

일

반

특

성

연령 40  50 50
50 , 30  혼재

가장 은세
40 40

학력 졸 졸 고졸
졸이 가장 많은 

집단
졸․ 학원졸

직업 
회사원, 

일반공무원,교사직등 
자 업 

매서비스직 업직 

주부
자 업 자 업 문경 인 

한달소득 500만원 600만원이상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상 

주택종류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혼재
공동주택

공동주택 거주자 제일 

많음 

입주형태  - -
자가율

제일 낮다

자가율

제일높다
-

순자산 5억-7억미만 7억이상 3억원미만 7억이상 7억이상 

부

동

산

선

호

속

성

선호하는 

부동산 
주거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주거용부동산 토지 ,주거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선호하는 

부채비율
50%미만 50%이상 30%미만

30%미만

(가장낮다)
30%미만 

선호하는

투자 액
1억원미만 

2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3억 이상 

부동산정보 공인 개사 직 발품을 팔아서 인터넷  공인 개사 공인 개사

투자횟수 4-5회 6회(가장 많음) 1회(가장 음) 2-3회 4-5회 

부동산투자이유 노후 책 노후 책 주택마련 노후 책
돈의가치가 

떨어질까

구매

의도 

구매의도 가장 낮음 가장 높음

구 의도 가장 낮음 가장 높음 

<표 8> 부동산투자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로 일

이가 나타났다. 즉 임차인의존투자형의 경우 다

른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무 심형과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임차형의존투

자형이 무 심형 보다 부동산에 한 투자의도를 

더 갖고 있고 친지나 친구에게 부동산투자에 

해 더 권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형

의존투자형의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부동

산에 투자하며(<표 5>참조)으로 부동산은 환

성은 떨어지지만 인 이션을 보완해 주는 기능

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기 수익

이 높고 투자의 매력이 있어 구매의도를 갖는 집

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표 8>은 부동산투자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로 일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Ⅴ. 결론  제언

1. 연구결론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들

을 상으로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하여 선호속성

과 구매의도를 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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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는 평가의존투자를 가장 

추구하고 있었고 자산가치의존투자, 경기의존투

자, 지역․용도의존투자, 투자규모의존투자, 임

차인의존투자 순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조사 상자는 높은 수익률과 가치상승을 실

할 수 있는 매물과 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투자스타일을 세분화한 결과 자산가

치의존투자형, 평가의존투자형, 무 심형, 지

역․용도․경기의존투자형, 임차인의존투자형 등 

다섯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각 집단별 투자스타일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사 상자의 투자스타일의 특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 뿐 만 

아니라 선호속성, 구매의도 등 부동산 련 요인

들을 결합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스타일은 효과 인 시

장 세분화의 기 이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소비

자의 정보를 제공 하고 효과 인 마  략을 

구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동산투자에 해 무 심형보다 임

차인의존투자형이 투자의도를 더 갖고 있으며 친

지나 친구에게 부동산투자를 더 권할 생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으로 인해 투자경험이 

한정 인 집단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임차인을 

쉽게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 부동산에 투

자 할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끝으로 본 연구를 토 로 연구의 한계와 앞

으로 후속 연구를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조사 상에서는 부동산구매

경험이 있는 통합 창원시로 한정하 으나 국규

모로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투자스타일를 악 하는데 표

화된 측정도구가 필요함으로 척도개발을 한 다

차원 이고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투자스타일과 다른 변수들과의 

다양한 연구방법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투자스타일의 지속 인 연구로 

확인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인 

투자스타일→선호도→구매의도에 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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