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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의 특성 별 분류
오늘은 집 매매 당사자 중 하나인 바이어의 특성별 분
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리스팅 상담을 하다 보면 셀러 분들이 자주 하시
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 없고
제대로 된 한 사람 바이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 입니다만, 그 한 사람의
확실한 바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명의 ‘준비된
(Ready, Able and Willing; RAW) 바이어’가 필요하다
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통계적
으로 하나의 제대로 된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셀러의
동네에서 셀러의 집과 유사한 집을 찾고 있는 약 100여
명의 준비된 바이어 들이 컨택 되어야 하고, 그 중에
서 약 10여명의 바이어가 실제로 쇼잉을 요청하여 집을
보게 되며, 그 10여명의 집을 본 바이어 중에서 하나의
오퍼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넘
버게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이어에게 리스팅을
알리느냐 (Exposure)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스팅을 알
리느냐(Efficiency)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셀러입장에서 최고의 바이어는 이미 본인의 집을 팔고
잔금일 전까지 집을 찾고 있는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골든 바이어라고 부르는 이 들은 앞서 말씀 드
렸듯이 가장 확실한 ‘준비된 바이어(RAW)’ 들 입니다.
셀러 입장에서 두번째 의미 있는 준비된 바이어는 한
번 오퍼 넣었다가 가격경쟁에서 실패한 바이어들 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구
매하려다 실패 한 경험이 있으므로, 시장에 바이어가
자기 혼자 만이 아니라는 점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고, 즉 좋은 집은 언제나 빨리 팔린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어떠한 집을 원하는지, 얼마 금액까지
지불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거래 성사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 그룹은 모기지 브로커를 방문하여 사전
모기지 승인을 받은 바이어 그룹입니다. 대부분 바이
어 부동산을 선임 하기 전에 모기지 브로커를 통하여
정확한 사전 모기지 가능 금액 확인과 사전 승인 절차
를 밟기 때문에 이 그룹에 포함되는 바이어들은 대부분

바이어 부동산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바이어 그룹은 근처에 살면서 좀 더 큰 집 또
는 작은 집으로 갈아 타려고 하는 바이어 들입니다.
필자 경험에 의하면 오픈 하우스 시 가장 많이 방문하
는 바이어 그룹이 바로 이 부류의 바이어 들이며 이 들
중 약 50%정도는 아직까지는 ‘준비된 바이어(RAW)’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지 집 구경 단계의 바이어
들)
다섯 번째 바이어 그룹은 현재 세입자로 살면서 집 구
매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바이어 그룹입니다. 필
자의 경험에 의하면 바로 이 바이어 그룹이 가장 집 사
는 데 오래 걸리고, 동기부여도 낮은 그룹인 것 같습니
다. 일단 살 집이 존재 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쉬하기
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정서
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셀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쇼잉 요청 시 누가
골든 바이어이고 누가 그냥 구경꾼 바이어인지 구분하
기 쉽지 않으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바이어가 보고
자 한다면 언제든지 집을 보여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리스팅 부동산으로 일 할 때에는 ,
바이어측 부동산 없이 집을 보여달라는 문의를 받을 시
에는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까다롭게 바이어 측 사정에
대하여 물어 봄으로써 바이어에 대한 선별작업을 합니
다. 일단 리스팅 부동산 입장에서는 바이어라고 해서
아무런 선별작업 없이 무조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집을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다 실제적인 이유로는
아직 부동산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
직 ‘준비된 바이어(RAW)’ 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
기 때문 입니다.
본 컬럼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필자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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