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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펀드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위험감소행동과 펀드선택속성이 펀드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펀드 가입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30일

까지 하여 총431개 투자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펀드 판매회사, 펀드 이해력, 펀드성과는 펀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업적 광고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 운영회사, 수익성, 펀드이해력, 펀드성과, 주변추천은 펀드의 

지속적인 거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펀드투자 만족도와 지속적인 거래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펀드성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투자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펀드정보는 펀드 이해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펀드, 위험감소행동, 펀드투자행동

Ⅰ. 서론

우리나라의 펀드시장은 2004년 이후 적립식 펀드의 열풍,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직접투자를 

통한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투자금액의 부담뿐 아니라 원

금손실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사실상 적

합한 투자대상을 찾기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재

테크 방법 중 펀드투자는 이제 은행 예적금 정도로 흔하고 

익숙한 투장방법이 되었다.
현재 펀드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펀드 투자 모습도 양극화되고 있다. 펀드 시장을 아예 떠나는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을 굴리는 고액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2014)의  펀드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

과 펀드 투자자 비율은 28.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39.0%)보다 1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012년 투자자 비율

(50.2%)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과거 투자 

경험이 있으나, 더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방

법을 더 선호해서'(43.0%),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어서

(13.9%) 등을 꼽았다. 주식시장이 수년째 박스권 장세를 지속

하며 펀드가 위험은 크고, 수익률은 낮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펀드에 가입하기로 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상

황이지만, 저금리 심화 환경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기 어

렵기 때문이다(YonHap News, 2015,02.03). 이와 같이 펀드투자가 
확대되어 펀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을 진원으로 발발한 

범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위험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펀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부정적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펀드상품의 복잡성과 펀드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실제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는 곧 펀드투자자 입장에서 펀드선택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현실적으로 펀드투자자는 펀드매니저에게 투자결정을 위임하여 
운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로 펀드운용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펀드 상품은 펀드 매니저의 성과 및 

과거 실적, 펀드의 명성, 펀드의 운용방향, 위험 수준, 거래비용 
등 다양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설사 이러한 정보를 

탐색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펀드선택에 
이러한 요인들을 다 반영하여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투

자자가 펀드투자결정시 어떠한 선택속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

는가이다. 펀드 상품의 특수성은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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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의 전문성 그리고 구매 후 수익성에 대하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신용재적 특성 때문에 소비자는 펀드상품 정

보탐색과 정보의 이해 및 펀드상품 평가에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된다. 따라서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일반 

소비재의 선택과 다른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선

진국에 비해 펀드의 도입 역사가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펀

드의 중요성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펀드시장에서 어

떠한 투자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별 펀드 거래데이터를 확

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펀드 투자자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금융 투자자

에 대한 연구들도 주로 심리적 요인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본 연구는 오직 펀드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펀드 투자자가 펀드 선택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는 현재의 재무적 상황하에서 위험수용 
정도와 기대 수익률을 파악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투자행동을 위험감소행동과 펀드선택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펀드투자자의 상품의 만족도와 지

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환경

에서 펀드투자행동에 대한 이해와 펀드 상품의 마케팅의 지

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펀드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펀드산업이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 이후, 펀드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연구가 축적되면서 펀드의 자금흐름

과 펀드의 과거 성과, 수익률, 펀드매니저의 특성, 판매보수와

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이다(Gruber, 1996; Sirri and 
Tufano, 1998; Elton et al., 2004; Barber et al., 2005; Nanda et 
al., 2009; Anagol and Kim, 2012; Kho and Kim, 2010; Park, 
2007). Gruber(1996), Chevalier and Ellison(1999), Sirri and 
Tufano(1998) 등은 과거성과와 펀드자금 흐름(net flow)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과거성과에 대한 민감도는 상위 
성과 펀드일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Sirri 
and Tufano(1998)는 자금흐름과 과거성과는 민감하나 선형관

계는 아니며 특히 상위성과 펀드는 자금흐름과 과거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과가 저조한 펀

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ber et al.(2005)은 

과거성과가 우수할수록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현금흐름

(Fund Flow)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Grinblatt and Titman(1994)은 운용성과의 지속성이 존재하여 

과거성과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Khorana and 
Servaes(2005)는 과거성과가 우수한 펀드(스타펀드)와 운용회

사의 자금유입과는 양(+)의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

하며, Park and Joo(2014)은 투자자 및 운용회사의 행태를 분

석한 결과, 스타펀드의 보유가 자금유입과 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iebling et al.(2009), Tang et 
al.(2010), Bailey et al.(2011) 등 펀드투자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펀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루고 있다. 또한 펀

드매니저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Chevalier and Ellison(1999), 
Golec(1996), Gottesman and Morey(2006)는 학력수준과 운용성과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지하였다. 한편, Park and Joo(2014)은 

학력수준과 운용스타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니저의 

대학 출신 여부와 운용스타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gstresser et al.(2009), Christoffersen et al.(2013)는 판매보수와 

순유입자금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arber et al.(2005)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한 할인

증권사의 계좌별 펀드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경험이 있는 
펀드투자자들이 펀드보수에 비해 선취판매수수료를 더욱 꺼

리게 되는 성향을 보고하였고, Elton et al.(2003)는 펀드의 성

과보수(incentive fees)로 인한 펀드매니저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는 없는 펀드보다 더 많은 위험을 추구

하며 성과가 부진할수록 위험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펀드는 마케팅 수단으로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펀드 관련 연구는 펀드투자자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이다. Bailey et al.(2011)은 펀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태적 편의(behavioral bias)가 있는 투자자들에게서 빈번한 

펀드거래, 고비용 액티브펀드 선호, 펀드과거성과 추종 등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Korniotis and Kumar(2011)는 개인의 직접 증권투자 계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자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성과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유추된다. Chevalier, and 
Ellison(1997)은 연령과 순유입자금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성과에 대한 순유입자금의 

민감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Joo(2009)도 
2007년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적립식펀드 투자자와 거치식 

펀드 투자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거치

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았다. Sirri and 
Tufano(1998)는 펀드 탐색비용(search cost)은 펀드자금흐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펀드투자자에게 비대칭적(asymmetric)
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비교적 탐색이 용이한 과

거성과라는 정보에 기반해 펀드투자를 하지만, 펀드를 환매해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과거성과 이외의 추가 정보들을 더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Choi et al.(2010)은 실험연구

(experimental research)를 통해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고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며 과거성과를 추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apon et al.(1996)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외의 매출액, 운용 
보수, 펀드 운용자 명성, 펀드 회계 공시의 투명성, 금융 보고

서나 서적들의 추천 등도 펀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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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Lynch and Musto(2003), Berk and Green(2004), 
Huang, Wei and Yan(2007)의 연구결과  투자자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보비용이 낮은 펀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과거 성과, 판매보수로 측정한 마케팅 비용, 펀드규모 등은 

모두 정보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순유입자금과 이들 

변수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펀드 투자시 펀드 선택특성은 펀드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은 합리적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합리적 행태에 의해 지배되는 측면이 강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펀드투자가 과거 성과나 판매업자의 

마케팅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hin and Cho, 
2014 재인용)

Ban(2013)의 연구결과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펀드과거성과가 
펀드선택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쳤다. 펀드시장의 대표적 이상

현상으로 지목된 과거성과추종이 금융이해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또한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공격적 

투자성향, 높은 이익실현수준과 손실감내수준을 보였으며, 남

성은 과잉확신성향, 공격적 투자성향, 인터넷 채널을 선호, 적

극적 정보취득, 펀드선택이 어렵지 않다고 느낌, 펀드를 먼저 

선택하고 판매사를 나중에 결정, 손실감내수준이 높음 등 여

성과 비교할 때 다른 투자행태를 보였다. Kim and Kim(2011)
은 펀드상품에 대한 외부 정보탐색에 의한 시장세분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펀드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정보를 탐색하는 정

도가 세분시장별로 차이가 있고, 이에 영항을 미치는 변수 또

한 세분시장별로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마케터는 시장세분화

에 기초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Joo(2009)은 펀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개인 펀

드투자자의 행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의사결정단계 중 정보탐

색 및 대안평가의 단계로 진입하면 금융기관의 설명서를 통

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투자자 개인의 배

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2)은 판매

직원의 설명의무 관련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충분할수록, 설명에 대한 이해가 높

을수록, 펀드 투자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2.2 위험감소 행동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수익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

생하는 경제적 선택이며, 여기에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틀 안에 존재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 즉 위험(risk)이 따른다. 
그 위험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수준은 각 개인마다 상이하며, 
기대수익을 위하여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투자결정이 달라진다. 또한 개인성향에 따라 위험의 수용범위는 
다양하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위험지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위험을 수용하려는 성향의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무시하려고 한다. 즉, 개인에 

따라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owling, 1986). 이미 많은 연구들이 투자자의 위험감수성향과 

투자성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Charles 
& Hurst(2002)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주식투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했으며, Wang & Hanna(2007)는 주식투자와 
위험감수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이 주식소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o(2009)도 적립식 투자자 중에서 위험수용성향이 낮은 경우와 
소득전망이 긍정적인 경우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Han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위험회피 또는 위

험추구유형으로 분류된 소비자들이 일관성 있는 위험대응 구

매행동을 보이는가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하였고, 위험추구 소

비자는 위험회피 소비자에 비해 위험자산 투자 기준점이 높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Capon et al.(1996)은 펀드의 과거성과와 위험의 수준이 전반

적으로 펀드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Sarin and Weber(1993)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수익과 위험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소비자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 측면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만큼 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투자 관련한 심리적 변수로 위험회피나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투자성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손실의 위험으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때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감소행동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감

소행동이란 구매 예측 결과의 위험 지각 수준이 높으면 구매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매 전 단계에서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확실성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Chu and 
Li, 2008). 이러한 노력의 행동으로 소비자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다. 그러므로 위험감소

행동은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구매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자

신감을 상승시키게 한다(Schiffman and Kanuk, 2007). 즉 위험

감소행동은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전에 지각된 위험을 

줄이려는 소비자의 노력 과정이며, 소비자의 위험감소 과정은 

위험 지각의 수준이 수용될 때까지 지속되며, 수용가능한 수

준이 되면 소비자는 기꺼이 제품을 구매한다(Lee and 
Huddleston, 2006). 이러한 위험감소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펀드 투자시 위험감소전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이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규명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투자에 대한 

손실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

략을 구사하게 된다. Schiffman and Kanuk(2007)은 정보탐색을 

통해서 위험감소 전략을 구사한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시

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감소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펀드 투자자는 불확실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손실 감소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는 
상표충성도를 위험감소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투자자는 

투자 확신을 못가질 경우에는 명성, 인지도 등에 의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selius(1971)는 위험감소행동으로 광고, 
브랜드충성도 활용, 브랜드이미지 활용, 사설 연구소 검증,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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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료 샘플, 환불 보증, 정부 기관 검증, 쇼핑, 고가의 

모델, 구전 등 11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소비자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이 부족할 때는 가격, 보증, 브랜드이미지 활용, 상점이미지, 
브랜드충성도 활용과 같은 단서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펀드투자행동을 위험감소행동과 펀드선택속

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펀드투자자의 상품의 만족도

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펀드투자행동에 대한 이해와 펀드 상품의 마케팅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위험감소행동은 펀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위험감소행동은 펀드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펀드선택속성은 펀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펀드선택속성은 펀드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최근 펀드상품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펀드 가입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투자자자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에 적합한 설문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설문지

에 일차적으로 투자경험 유무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44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 431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3.3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실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위험감소행동과 펀드

선택속성이며, 사용된 변수의 측정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감소행동을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부 항목으로써 

정보탐색 활용, 브랜드충성도 활용, 브랜드이미지 활용 등을 

측정하여 제품 구매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펀드 상품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참

고로 하여 위험감소행동을 펀드정보습득, 펀드명성, 펀드 이

해력, 브랜드 등으로 선정하였다. 
펀드정보습득은 기존 연구에서 Lin and Lee(2004)는 투자자

의 정보원천에 대해 인쇄매체, 미디어, 인터넷, 친구/가족, 재

무조언자 등의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보원천을 인터넷,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적원천으로 구분하

여 4개의 원천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반영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습득을 주변추천, 과거성과, 온라인 탐

색, 상업광고로 구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펀드 이해력은 Joo(2011) 등의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

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펀드 브랜드는 Roselius(1971), Schiffman & Kanuk(2007) 등은 

위험감소전략으로 유명상표나 상표충성도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펀드 

브랜드의 인지도 중요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펀드선택속성은 Joo(2011)의 펀드투자에 관한 이해력에서 펀

드투자행태에 관한 문항과 Yoo and Hwang(2010)의 국내 펀드

투자자의 펀드선정능력에 관한 연구와 Kim and Kim(2014)의 

펀드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속성을 선정하기 위해 

증권회사 직원들과의 전문가집단 면접을 통해 규명한 펀드 

선택속성을 참고로 하여 펀드운용회사, 펀드규모, 펀드판매회

사 펀드보수와 수수료, 펀드 매니저 명성, 펀드의 수익성이라

는 중요 속성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펀드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현재상품의 만족과 지속적 가입

과 추천의도로 정의하고, Oliver(1996)의 측정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현재 펀드상품의 만족도와 펀

드상품의 지속적 가입할 의도와 펀드를 다음에도 거래할 것

이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

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인 보유 펀드 숫자, 　펀드거래기간, 펀드 투자지역, 

펀드 투자유형, 펀드투자방법, 금융자산 중 펀드투자 비율을 

명목과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

며,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펀드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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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펀드투자 특

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65 61.8

여자 164 38.2

연령

30세 미만 75 17.5

31~40세 182 42.4

41~50세 105 24.5

51세 이상 67 15.6

결혼여부
결혼 288 67.3

미혼 140 32.7

교육수준

고졸 이하 21 5.0

대학재학 11 2.6

대졸 313 74.9

대학원 이상 73 17.5

직업

전문직 및 임원 29 6.9

관리 및 사무직 297 70.5

서비스 34 8.1

주부 28 6.7

기타 33 7.8

소득

300만원 미만 131 35.4

301~500만원 149 40.3

501만원 이상 90 24.3

금융자산

2000만원 미만 103 31.7

2001~5000만원 110 33.8

5001만원 이상 112 34.5

수익

마이너스 23 6.7

0 22 6.4

5% 미만 144 42.0

6~10% 117 34.1

11% 이상 37 10.8

<표 2> 펀드투자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보유 펀드 
숫자　

1개 미만 174 46.6

2개 78 20.9

3개 이상 121 32.4

　펀드
거래기간

1년 미만 174 46.6

2년~3년 130 34.9

4년~6년 51 13.7

7년 이상 18 4.8

펀드 투자지역　

국내 148 36.4

해외 51 12.5

국내+해외혼합 208 51.1

펀드 투자유형　

주식형 171 42.0

혼합형 180 44.2

기타 56 13.8

투자방법　

거치식 54 13.2

적립식 266 65.2

임의식 55 13.5

모름 33 8.1

금융자산 중
펀드 비중　

5% 미만 104 27.4

5%초과~10%이하 95 25.0

10%초과~25%이하 98 25.8

25%초과~50%이하 49 12.9

50%초과 29 7.6

100% 5 1.3

4.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을 추출

하였고, 요인적재량 0.4이하인 경우에는 문항에서 제거하였다. 
펀드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는 5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5개 요인은 전체 분산

의 72.47%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명은 요인 1을 

운용회사, 요인 2를 수수료, 요인 3을 매니저, 요인 4를 수익

성, 요인 5을 판매회사로 명명하였다. 위험감소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고유치 1.0이상이면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는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6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0.6%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정보습득을 주변추천, 과거성과, 온라인 탐색, 상업

광고로 구분하여 나타났다. 구체적인 요인명은 요인 1을 펀드

이해력, 요인 2를 펀드 브랜드, 요인 3을 주변추천, 요인 4를 

과거성과, 요인 5을 온라인 탐색, 요인 6을 상업 광고라 명명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에서는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bach’s α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계수의 경우 그 값이 0.6이상이면 신

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 펀드선택속성

구분 1 2 3 4 5

펀드운용회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896 .042 .081 .079 -.119

펀드판매회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847 -.023 .109 .056 .069

펀드운용회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741 .171 .127 .220 .084

펀드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695 .289 .110 .087 .123

펀드수수료는 펀드 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071 .903 .098 -.007 .114

펀드보수는 펀드 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181 .856 .119 .035 .133

펀드보수가 낮은 펀드를 
선호한다

.081 .670 .026 .234 -.244

펀드매니저의 명성은 
중요하다

.104 -.024 .795 .288 .001

펀드매니저는 펀드 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153 .137 .778 .089 .101

펀드가입시 펀드 매니저에 
대한 관심이 높다

.071 .094 .675 -.101 -.003

펀드수익성은 펀드 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059 .101 .115 .874 .136

장기적인 수익성이 
중요하다

.276 .094 .058 .823 -.020

펀드판매회사는 펀드 
선택시 매우 중요하다

-.114 .028 .047 .029 .916

펀드판매회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476 .025 .055 .134 .750

고유치 2.955 2.160 1.786 1.683 1.563

분산 21.107 15.431 12.754 12.021 11.165

누적분산 21.107 36.539 49.293 61.314 7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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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험감소행동

구분 1 2 3 4 5 6

나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펀드에 대해 잘알고 있다

.956 -.073 .085 .009 .049 -.001

나는 다른 분야보다 
펀드에 대해 잘알고 있다

.953 -.059 .081 .003 .035 .017

나는 다른 사람보다 
펀드상품에 대해 더 

잘알고 있다.

.948 -.053 .050 .026 .042 -.006

금융기관의 보고서 및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556 .213 -.135 .362 .180 .160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읽어보고 
정보를 획득한다.

.536 .229 -.011 .210 .198 .199

증권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21 .903 .151 -.016 .023 .064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증권사를 선택한다.

-.030 .850 .168 .170 .055 .068

증권회사의 안정 및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05 .815 .199 -.015 -.009 .082

인지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가입한다

.094 .710 .095 .229 .040 .104

나는 펀드 판매직원에게 
정보를 구한다

-.001 .175 .739 .233 -.100 .023

펀드 선택시 전문가의 
추천을 활용한다

.203 .245 .711 .098 -.118 .066

다른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펀드를 

선택한다
-.063 .166 .690 .132 .286 .183

나는 친구, 동료들에게 
의견이나 정보를 구한다

.013 .082 .653 .025 .320 -.007

예전에 가입한 펀드를 
선택한다.

.192 .025 .149 .811 .039 .036

과거에 만족한 성과의 
펀드를 선택한다

.119 .159 .184 .735 .022 .064

은행/증권사 소속이 아닌 
독립 설계사에게 정보를 

구한다
-.082 .085 .087 .622 .267 -.029

재테크 관련 온라인 
카페를 이용한다

.082 .008 .143 .145 .863 .105

금융전문 블로그를 
활용한다

.217 .043 .053 .141 .835 .140

나는 TV/뉴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043 .151 .149 .058 -.009 .856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107 .098 .028 .010 .269 .816

고유치 3.498 3.008 2.200 1.970 1.878 1.567

분산 17.492 15.040 10.999 9.852 9.391 7.834

누적분산 17.492 32.532 43.531 53.383 62.773 70.607

<표 5> 신뢰도

구분 Cronbach'α 

펀드
선택
속성

운용회사 .844

수수료 .773

매니저 .651

수익성 .752

판매회사 .675

위험
감소
행동

펀드이해력 .882

펀드 브랜드 .871

주변추천 .73

과거성과 .649

온라인 탐색 .825

상업 광고 .699

펀드만족도 .892

펀드 지속의도 .892

4.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펀드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보유 펀드 

숫자, 　펀드거래기간, 펀드 투자지역, 펀드 투자유형, 펀드투

자방법, 금융자산 중 펀드투자 비율이 펀드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단계(모형Ⅱ)에서는 통제변수와 펀드

선택속성과 위험감소행동이 펀드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이 10 이하이

며, Tolerance 값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 펀드 만족도

구분
1단계 2단계

B t B t

상수 9.756*** 8.912 11.510*** 10.618

　보유 펀드 숫자　 .148* 1.849 .018 .233

　펀드
거래기간

.071 1.588 .000 .010

펀드 투자지역(국내) -.319 -.596 .030 .058

펀드 투자지역(국내+해외) -.215 -.410 -.122 -.240

펀드 투자유형(주식)　 .508 .909 -.082 -.150

펀드 투자유형(혼합)　 .555 1.008 .373 .706

투자방법
(거치식)

.438 .432 -.257 -.268

투자방법
(적립식)

.565 .610 -.215 -.245

투자방법
(임의식)

.768 .769 -.281 -.295

펀드투자
비율

.361* 2.547 .233* 1.665

운용회사 　 　 .176 .675

수수료 　 　 -.020 -.134

매니저 　 　 -.067 -.446

수익성 　 　 .154 .929

판매회사 　 　 .279* 1.712

펀드이해력 　 　 1.195*** 4.537

펀드 브랜드 　 　 -.063 -.365

주변추천 　 　 -.026 -.161

과거성과 　 　 .362** 2.234

온라인 탐색 　 　 .244 1.541

상업 광고 　 　 -.287* -1.818

F 3.320*** 4.583***

R2 .099 .249

Adjusted R2 .069 .194

Δ R2 .09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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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펀드 투자지역(해외), 펀드 투자유형(기타), 투자방법(모름)

펀드투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펀드투자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F=3.320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6.9%로 나

타났다. 펀드투자특성에서는 펀드 보유숫자(t=-1.849, p<.05), 펀

드투자비율(t=-2.547, p<.05)이 펀드투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펀드투자 특성과 함께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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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선택속성, 위험감소행동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4.583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9.4%로서 

1단계보다 15% 증가하였다. 펀드투자특성에서는 펀드투자비율

(t=-1.665, p<.05)이 펀드투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펀드선택속성에서는 판매회사(t=-1.712, p<.05)가 위험감소행

동에서는 펀드이해력(t=4.537, p<.001), 과거성과(t=2.234, p<.01)
가 펀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업적 광고(t=-1.818, p<.05)가 펀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펀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펀드투자 특성을 포

함한 회귀모형은 F=15.917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

명력이 32.4%로 나타났다. 펀드투자특성에서는 펀드보유숫자

(t=-5.697, p<.001), 펀드투자유형으로 주식(t=-3.184, p<.01), 펀드

투자유형으로 혼합(t=-1.792, p<.05), 펀드투자비율(t=-4.258, 
p<.001)이 펀드투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에서 통제변수인 펀드투자 특성과 함께 펀드선택속성, 위험감

소행동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14.018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46.8%로서 1단계보다 15% 증가하였

다. 펀드투자특성에서는 펀드보유숫자(t=-4.625, p<.001), 펀드투

자비율(t=-1.976, p<.05)이 펀드투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펀드선택속성에서는 운영회사(t=-3.236, p<.001), 수익성

(t=-3.034, p<.01)가 위험감소행동에서는 펀드이해력(t=3.569, 
p<.01), 주변추천(t=4.958, p<.001)이 펀드 지속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펀드 지속의도

구분
1단계 2단계

B t B t

상수 9.125*** 8.664 11.625*** 11.719

　보유 펀드 숫자　 .426*** 5.697 .321*** 4.625

　펀드
거래기간

.097* 2.264 .023 .576

펀드 투자지역(국내) .174 .338 .395 .833

펀드투자지역
(국내+해외)

.246 .488 .246 .528

펀드 투자유형(주식)　 1.713** 3.181 .586 1.170

펀드 투자유형(혼합)　 .953* 1.792 .190 .392

투자방법(거치식) -.542 -.558 -1.017 -1.159

투자방법(적립식) .182 .206 -.428 -.534

투자방법(임의식) .325 .341 -.506 -.582

펀드투자비율 .575*** 4.258 .252* 1.976

운용회사 　 　 .770*** 3.236

수수료 　 　 -.080 -.573

매니저 　 　 .008 .056

수익성 　 　 .460** 3.034

판매회사 　 　 -.243 -1.618

펀드이해력 　 　 .859*** 3.569

펀드 브랜드 　 　 -.020 -.130

주변추천 　 　 .684*** 4.598

과거성과 　 　 .050 .337

온라인 탐색 　 　 .100 .689

상업 광고 　 　 .158 1.097

F 15.917*** 14.018***

R2 .346 .504

Adjusted R2 .324 .468

Δ R2 .34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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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펀드 투자지역(해외), 펀드 투자유형(기타), 투자방법(모름)

펀드 만족도가 펀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형은 F=125.984로 p<.001에서 유

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6.8%로 나타났다. 펀드만족도

(t=-11.224, p<.001)가 펀드 투자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펀드 만족도와 펀드지속의도

　구분 B t

(상수) 6.556 10.063

펀드만족도 .584*** 11.224

F 125.984

R2 .270

Adjusted R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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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국내의 펀드산업도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완화된 

이후부터 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펀드 투자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금리 

하락으로 투자자는 적금 등의 저축으로는 만족스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은 위험이 높아 개인투자가에

게는 매우 어려운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펀드는 펀드 매니저

의 도움으로 초보 투자자도 전문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

러한 배경하에 펀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지만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투자와 관련해서 투자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일반 소비재의 선택과 다

른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펀

드 상품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

나 펀드성과 평가 연구 분야는 많은 주목을 받아 왔지만 투

자자 입장에서 펀드 만족도와 펀드 선택시 고려 요소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펀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투자행동인 펀드 

투자 만족도와 펀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펀드선택

속성과 위험감소전략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첫째, 펀드 선택속성에서는 판매회사가 위험감소행동

에서는 펀드이해력, 과거 성과가 펀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광고(t=2.549, p<.05)가 펀

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펀드 선택속성에서는 운영회사, 수익성이, 위험감소행동에서

는 펀드이해력, 과거 성과, 주변추천이 펀드 지속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펀드 만족도가 펀

드투자 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펀드 이해력은 펀드투자 만족도와 펀드 가입지

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펀

드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상품 등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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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펀드를 추천하는 직원 

등은 강매보다는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펀드에 대

한 위험손실 등 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 주는 

변인으로 파악된다. 
마케팅 관점에서 개인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자면 본 연구결과 상업적 광고에 

의존해서 펀드투자를 한 경우에 펀드투자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금융업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광고 및 상

품정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Kim(2011)의 연구결과 세분시장별로 정보탐색 수준

과 정보원천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세분시장별로 선호하는 

펀드의 유형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에서 펀드상품의 경우 상품 광고 및 홍보 등에 더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차

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펀드투자의 

지속적 의도는 운영회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또한 주변인 추천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펀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사에 대한 홍보

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구전 마케팅 등 펀드투자도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최근 행동재무학의 영향처럼 투자자들의 주변과 사회적 영향

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펀드계좌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

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펀드투자행태에 대한 이해를 넓힌

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한

계점으로는 위험감소행동과 펀드선택속성으로만 변수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한 관계로 변인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

후에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주관적인 투자만족도와 주관적 펀드 이해력을 살펴보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 및 척도 개발과 함께 지속

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펀드 이해력은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에

게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에게는 위험감소전략

으로 의미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펀드지식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투자의도가 있음으로 펀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펀드상품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펀드상품의 정보제공 내용이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나 심리적 

요인의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국내의 펀드시장에 대한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

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

면서 펀드 투자자에 대한 연구도가 다양한 방법론과 변인 개

발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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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Risk Reduction Behavior and the Choice

Attribute on the Fund Investment Behaviors

Jang, Boo Yeon*

Ha, Kyu Soo**

Abstract

Recently the fund has been popular for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of the investor about 
this fund investment, this research analyze how the factor was considered as fund investing behavior.

The paper examines investors’ risk reduction behavior and fund choice attribution for fund investment behavior, provides insight for 
marketing strategy in fund market for fund investment behavior. The period for the survey is from December 2014 to January 2015 and 
analyzed 431 samples of using a fund investo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und distribution, fund literacy and fund performance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positive affected fund investment satisfaction, but fund advertise negative affected 
fund investment satisfaction. Also, the fund management company, benefit, fund literacy, fund performance, and recommend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positive affected fund investment intention. It is expected that fund marketing strategy based on 
research return should be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fund literacy as well as the fund investing behavior. Concretely to fund investment 
satisfaction make informed decision in fund performance, fund information provided to investor should be customize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overall fund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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