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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현대 생활환경의 필수 인프라인 금융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성격

에 따른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과 비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체의 공간적 분포양상

을 분석하였다. 먼저 커널밀도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 분포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분포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

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패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금융기관의 분포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금융소외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 금융산업, 은행, 대부업, 커널밀도, 공간적자기상관, LISA, 다중회귀분석, 금융소외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dustry which has been 
a necessary service for contemporary urban life.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
terns of money lending business which is considered with informal financial services as well as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bank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ional financial services. For the pur-
pose, their density distribution patterns are explored by Kernel density analysis for both financial services 
in first. Moran’s I coefficients are estimated for these two financial services to clarify the distintion in 
their geographical concentration patterns. The results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show stark differ-
ences between the center city and outski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are develop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financial services and geo-
graphical variables. Finally, we discuss financial exclusion problem in the Metropolitan Seoul based on 
thes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Key Words :  financial industries, banks, money lending business, Kernel Density,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LIS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finan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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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F 이후 금융시장개방과 다양한 제도적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저신용

자가 크게 늘게 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리

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원리금을 회수가 용이하도

록 담보를 통한 대출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부

족한 중소기업과 담보 설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

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

나고 있는 실정이다(정찬우, 2009).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은 제도권 은행과 사금융 시장의 대부업

체로 이원화되고, 서민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심화

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처럼 금융소외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국내

에서도 금융학 등에서 금융소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금융소외는 지리학자인 Leyshon와 

Thrift(1994)의 빈곤하고 불우한 사회적 그룹이 금

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나

타내는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들은 지역의 금융 인프라가 폐쇄되면

서 금융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사회·경

제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근 박종현(2005)은 미

국의 낙후지역의 금융소외문제를 다루었는데 낙

후된 지역의 금융배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

칭성과 저소득에서 비롯되지만 미국의 경우 인종

차별과 중산층의 교외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

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문길

(2010)은 EU 국가 내에서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

된 사람들의 특성으로 유자녀 여성, 저 소득자, 실

업자, 65세 이상의 은퇴자, 취업직전의 청장년층

으로 꼽았으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

운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금융소외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지역보다 개인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정보 및 교통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 된 

오늘날의 금융경제 구조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지

역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변수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

다(O’Brien and Keith, 2009; O’Brien, 1992). 하지

만 각 지역 및 국가의 법제도적인 차이와 정보 비

대칭성 문제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

리는 존재한다(Bais, 1992).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

역적 분리는 지역 내 금융기관 입지의 집중에 따

라 행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 이는 대부자와 차입자의 접근성(proximity)이 

클수록 비대칭적 정보에 따르는 문제가 줄어들게 

되므로 근접성이 클수록 금융거래에 따르는 정보 

및 의사소통비용, 감시비용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쉽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Porte-
ous, 1995; 구재운, 2003). 그러므로 금융 서비스

의 접근성이 높은 경우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한 

이자나 투자의 이익을 얻기 쉬우며 접근성이 낮은 

경우 이와 같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금

융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금융소외 형

성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자금흐름의 양이나 방향성 등에서도 중심도시

들이 존재하며 계층성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산업

의 분포에 장소 및 지역의 지리적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구재운, 2003). 
따라서 그 동안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분포에 나

타나는 변화나 특정 지역의 입지원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특정지역이나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은행의 지역별 분포 패턴을 분

석하거나(박찬석·이윤영, 1993; 최재헌·김원경, 

2002), 금융기관의 입지 변동 요인을 도출하여 입

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윤영, 

1997; 이희연·김연미, 1997). 일부 연구에서 금

융기관을 분류하여 각 특징별 금융기관의 집중도 

차이를 확인하거나(임경숙, 1997), 행위자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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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섭·이호병, 

2006). 하지만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의 연구는 모두 제도권 은행의 분포와 관련한 연

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동일하다고 

해도 입지한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접근성이 가

지는 특징은 매우 상이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통한 대출이나 투자

가 용이하지만 비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높은 

금리와 법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상

품 소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각기 

추구하는 목적과 주 고객층이 다른 제도권 은행과 

사금융 시장의 대부업체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

하고, 금융기관을 성격에 따라 어떠한 지역적 특

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금융의 집중과 소외의 

문제를 공간적 측면에서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권 은행과 금융소외 계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금융 시장을 대표하는 대

부업체의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달과정과 

함께 수도권지역의 금융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수도권지역 금융산업의 분포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의 주소자료

를 사용한 커널밀도분석(Kernel Density Analysis)
을 통해 은행과 대부업의 집중양상을 비교 분석하

였다. 또한 금융기관 입지가 주변지역과의 상호작

용을 통한 군집여부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공간적 자기상관분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지적인 지

역의 군집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LISA (Local Indi-
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적용하여 군집형태

를 확인하고 국지적 지역의 공간적 상관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은행과 대부업 분포를 설명하는 지

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사회·경제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의 관

계식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분포 특징으로부터 기인

하는 금융소외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수도권 금융산업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역사는 1870년대 말로 거

슬러 올라가지만 금융산업으로 체계를 갖추고 본

격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정부가 경

제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해외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

와 경쟁체제 구축에 의한 금융자율화가 시작되면

서 다양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최진

배,1992). 특히 금융자동화기기가 본격적으로 사

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큰 변화의 보이

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금융업체

수는 1997년을 정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

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림1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우리

나라 금융업체 의 양적 변화추이와 전체 금융업체 

중 일반은행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1993년 8,000개 가까이 되었던 일반은행 점포

수는 1997년 거의 1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6,142개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던 일반

은행이 다시 다소 증가하여 2012년 6월 말 현재 은

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은행은 총 7,534개이며, 

여기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저축은행과 같은 신용

조합 및 저축은행의 수를 합하면 약 9,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구

성비율도 크게 변화하여 1993년 전체 금융업 대비 

85.12%를 차지하였던 은행의 비율이 2000년대 초

반에는 74.27%로 감소하였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제도권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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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도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금융에 대한 제

도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은행업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

관과 직접 금융시장의 발달은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 1965년 금리현실조치화가 시작 된 후 은행이 

사금융(대부업)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게 되면서 사

금융 시장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기

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금융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되어 1971년 한국투자금융회사를 시작으로 

1973년 리스회사, 1975년 종합금융회사가 설립되

었으며,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1970년대 후

반 우리나라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82년 제 2금융기관의 금융산업 진입이 수월해

지면서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 2금융권 은행의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1980년대 이후 금융업의 자

율화를 통하여 전국은행,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

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투자자

문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의 

다양화와 IMF 이후 은행의 통폐합과 기업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 부분에서 많은 금융기관

이 퇴출되거나 합병되는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

이다. 

수도권 금융업의 경우 1993년 5,550개의 업체

수에서 2010년 9,256개로 66.77%의 증가율을 보

이며, 전국 증가율 38.75%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금융업 종사자 수

는 1993년 174,363명에서 2010년 158,936명으로 

8.85%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 감축률 18.19%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1). 
이는 전국 대비 수도권 금융 관련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1993년도의 경우 전국대비 수도권 금

융업체는 36.6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 

44.01%의 증가율을 보였고, 종사자 수의 경우도 

51%에서 56.84%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간

이 경과하면서 금융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서

울의 금융업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으며 경

기도의 경우 업체수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작

은 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즉, 전국대비 수도권의 금융업 비

중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

그림 1. 금융업체 구성의 변화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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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금융업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 순이다. 

우리나라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대부

업 발달은 여타 금융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부

업은 사금융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및 중개업

을 뜻하는 것으로 1960년대 제도금융기관이 미처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제

도권 금융기관이 IMF로 타격을 받는 시기에 대부

업 시장은 IMF로 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수익성

과 안정성 강화로 인해 밀려나는 자금 수요자들을 

수용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7
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이 공포되어 정부에서 대부업의 이자

율을 제한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

되어 등록 대부업체수 급감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음성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부업체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전국 금융업 대비 대부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경제 위기 시기부터 2002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

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법률

개정 공포 후 급감하였다. 하지만 1993년과 2010
년 대부업체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체의 수가 매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대부업의 경우는 

114%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 155% 증가

하였다. 이처럼 전국 대부업체 수의 변동은 경제 

표 1. 금융산업 변화율

1993 2010 증감률(%)

전국
사업체수 15,157 21,030 38,75%

종사자수 341,775 279,602 -18.19

수도권
사업체수 5,550 9,256 66.77%

종사자수 17,363 158,936 -8.85%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그림 2. 수도권 금융업체 수 변화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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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법률 변동에 대해 변동이 큰 반면 수도

권의 변동폭은 크지 않아 수도권의 경우 대부업에 

대한 고정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1
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4,309개, 경

기 2,529개, 인천 574개의 대부업체가 위치하여 

등록업체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다.

3. 수도권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주 고객층과 추구하

는 목적에 따라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 중 대표적으로 소비자금융1)

이 이루어지는 은행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상에서 ‘일반은행’과 

‘신용조합 및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업체와 여신금

융업을 연구 대상으로 두었다. 대부업의 경우 금

전적인 중개 이외에 신용조사와 추심업무를 진행

하기 때문에 분류상에서 ‘기타 여신금융업’과 ‘신

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으로 분리된다(표 2). 본 연

구에서는 ‘기타 여신금융업’과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을 대부업으로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은행에 해당하는 업체는 은행연합회에 회원으

로 있는 17개 은행(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하나

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수

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

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에 속

해있는 56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의 지점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 중 직장과 연계하여 개설

되어 일반 소비자와의 접촉이 어려운 협동조합은 

그림 3. 대부업체 수 변화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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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았다. 대부업의 경우는 한국 대부금융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체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는 수도권 6,054개의 은행

과 7,803개의 대부업이 해당된다. 

연구지역은 금융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으로 한정하였으며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를 고

려하여 읍면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의 커널밀도 분석

본 논문에서는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커널밀도를 사용하였다. 커널 밀

도 분석은 분석대상에 대한 연구지역 전체의 밀도

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리학 제 1법칙2) 하에서 특정 

격자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대역폭을 설정하고 대

역 폭 내에 포함된 점의 개체를 기준으로 하여 격

자의 밀도를 조정한다. 때문에 국지적 밀도를 추

정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건이나 개체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된다. 커널 밀도의 추정 

자체가 점 개체가 발생하는 점과 거리에 따라 가

중치가 고려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조락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반경을 km2 단위로 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통 밀도 추정을 위하여 가

우시안 커널 밀도함수를 사용하며 특징 지점에서

의 밀도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λ̂ =
n
a =

no.[S∈A]

a  (식 1)

no.[S∈A]: 연구지역 A에서 나타나는 패턴 S에서 

관측된 사건의 수

a: 연구 지역의 면적

λ̂p=
no.[S∈C(p,r)]

πr2  (식 2)

C(p,r): 특정지점 p를 중심으로 반경 r에 해당하는 

커널

그림 4-(가)는 수도권 은행의 커널밀도를 나타

낸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경우 외곽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는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밀도가 낮다. 특히 명

동과 종로 1·2·3·4가동, 을지로동이 위치한 서울

의 강북 도심지역의 밀도가 가장 높은데 강북지역

의 경우 밀도의 분포가 여의도와 영등포구 방향으

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의 경우 역

삼동 일대의 강남 중심지의 밀도가 높으며 송파구 

방향으로 비교적 높은 밀도가 연속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표 2. 은행 및 대부업의 산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구분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1.은행 및 

저축기관

6412. 일반은행
64121. 국내은행

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대부업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

원 서비스업

7559. 그 외 기타 사업지

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자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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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주엽동과 마두동 일대의 밀도가 높으며, 

경기 남부 지역은 성남시 신시가지·수원시·안양

시·부천시 일대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인천의 

경우는 교통편이 발달한 간석동, 주안동을 중심으

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서울

의 경우 외곽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비교적 

밀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밀

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에서는 서울 중심

지역에 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나)는 대부업의 커널밀도를 나타낸 지

도이다. 대부업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강북에서는 

명동, 종로 1·2·3·4가동, 을지로동 일대의 밀도가 

가장 높으며 강남의 경우 역삼동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가 나타난다. 서울지역 내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는 지역은 강북·강남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에 집중해있으며 다음으로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밀도의 패턴을 보인다. 경

기 지역의 경우 수원시 매탄동 주변, 부천시 상동 

일대, 일산 마두동과 장항동 지역, 의정부 주변에

서 특징적인 밀도 패턴을 보인다. 인천 지역은 주

안동과 간석동 일대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밀도 패턴이 부천시와 연결되는 모양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당 지역의 중

심 시가지인 경우이거나 교통 요지인 지역이다. 

수도권의 은행과 대부업의 커널밀도 패턴은 전

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부업에 비하

여 은행의 경우 밀도차가 크지 않은 고른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대부업의 경우 밀도가 은행에 비

해 전체적으로 높고 밀도차가 매우 크다. 특히 서

울 중심지역과 경기·인천 지역의 일부에 매우 높

은 밀도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은행과 대부업 모

두 비슷한 지역에서 분포하는 패턴이 나타나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의 밀도 패턴의 경우 차이가 지

역적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 은행 및 대부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은행과 대부업의 공간적 군집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은 지리적 공간

상에서 갖는 상호 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실체(spatial enti-
ties)들이 위치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실체

들이 갖는 값의 유사성도 또한 높아 가는 현상이

다(Anselin and Bera, 1998: 김광구, 2003). 본 논

문에서는 먼저 Moran I지수를 사용하여 유사한 값

을 가진 지역이 얼마나 군집하여 있는지, 혹은 분

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Moran I 지수는 연구

지역의 전반적인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는데 1과 

-1 사이에서 값이 정해진다. 이때 연구지역 전체

에 유사한 값이 나타날수록 1에 가까운 양(+)의 공

간상관, 연구지역 사이에 서로 다른 값들이 존재 

할수록 –1에 가까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다. Moran I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Moran, 1948).

I=
N

n
∑
i=1

n
∑
j=1

wij(Xi-X-)(Xj-X-) 

W
n
∑
i=1

(Xi-X-)2 
 (식 3)

N: 연구 지역의 수

X-: 전체 연구지역의 평균값

Xi: i지역의 속성

Xj: j지역의 속성

wij: i지역과 j지역 사이의 가중치

W: 가중치의 합

본 논문에서는 inverse distance 방법을 진행하

였는데 이 방식은 가까운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게 받게 된다. 여기서 

가중치는 거리의 역함수로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

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낮

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Moran I 지수는 전체 연구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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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글로벌 지수(global index)이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을 경우 지역 내에서 

공간적 자기 상관이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지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를 고려한 시각적 지표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이

다(Getis and Ord, 1992; Anselin, 1995; 김광구, 

2003). LISA 분석은 각 지역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값의 공간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주어진 연구지역

의 모든 지점에 대한 지수의 평균은 전역적 Moran 
I와 비례한다. Local Moran I의 식은 다음과 같다

(Anselin, 1995).

Ii=Zi∑
j

wijZj� (식 4)

Zi·Zj: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wij: 표준화 된 가중치

LISA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공간적 상관관계 유

형이 나타난다. HH(High-High) 의 경우 해당지

역이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그 주변에도 평

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 이와 반대로 LL 

(Low-Low)은 평균보다 낮은 지역 주변에 낮은 값

이 가지는 것을 설명한다. HL(High-Low)은 해당 

지역의 속성 값은 평균보다 높은데 주변지역이 평

균보다 낮을 경우를 말하며 LH(Low-High)은 평

균보다 낮은 지역의 주변으로 평균보다 높은 속성 

값의 지역이 나타는 경우이다. 

수도권 은행의 Global Moran I 분석 결과 I지수

는 0.06의 값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LISA
를 이용한 공간의 군집패턴을 보면 HH유형은 수

도권 121개 행정동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중 98
개가 서울에 위치하면서 서울지역의 군집화가 높

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는 LISA 결과를 지도

로 나타낸 것으로 서울지역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수도권 전 지역(그림 5 가)과 서울시를 따

로 확대하여(그림 5 나) 나타냈다. HH유형은 서

울 도심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LL유형의 경우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LH유형의 경우 서울에서는 HH유형 

주변 중심지 지역에서 많이 보이며 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와 인접한 경기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

타난다. HL유형은 여주읍 한 군데에서만 확인 되

는데 이러한 특징은 여주지역이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주변지역에 비해 발달하게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LISA분석으로 살펴 본 수도권 대부업은 Moran 
I 지수가 0.03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6도 그림 5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을 확대하여 나

타내었다. 대부업의 HH유형 분포는 커널 밀도 분

석과 비슷하게 강북과 강남 중심지에 주로 형성되

며, 여의도 부근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신

촌·홍대 주변이나 서울 동북부 주거 단지에서 특

징적으로 나타나며 은행에 비해 산재되어 있다. 

경기지역 일부에서 HH유형을 볼 수 있으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서울과 근접해 있

어 접근성이 좋은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HH유형은 모두 경기 북부에 나타나 특징

적인 형태를 가진다. 또한 수도권 전역에서 HL유

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HH유형이나 LL유형도 은

행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LH유형의 경우도 거의 

서울의 도심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

면 특징적인 지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LL유형은 

경기도 백암면 한 곳에서 나타난다. 

표 3은 수도권지역 은행과 대부업의 LISA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은행의 HH지역은 강북과 

강남 도심지역, 수원·안산·성남·화성 중심지, 

인천 신도시 주변에서 확인되는 반면 대부업의 경

우 서울지역에서는 유사한 군집을 보이지만 주거

지역으로 더 확대되어 있으며 주로 경기 서북부 

주거지역에서 HH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LH유

형은 서울지역에서 HH유형 주변에서 나타나는데 

은행의 경우 주로 중심지 주변의 주거지역에서 주

로 나타난다. 반면 대부업의 경우는 도심 주변지

역에서 LH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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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가. 수도권 은행의 커널밀도 그림 4-나. 수도권 대부업의 커널밀도

가. 수도권 지역 가. 수도권 지역

나. 서울지역 나. 서울지역

그림 5. 수도권 은행 LISA분석 그림 6. 수도권 대부업 LIS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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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LH 분포패턴 역시 경기도 중심 주

거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업의 경우 군집

패턴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LL유형의 

경우 수도권 은행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대부

분 수도권 경계지역과 해안 인접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은행과 대부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

급했던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은행 및 대부

업체가 밀집하여 있으나 서울의 경우 더욱 집중

이 심화되어 있고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 읍면

동 단위의 사회·경제적 통계 자료가 미미하다.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

여 은행 및 대부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 속성과 서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도

출하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중심지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 및 주택, 사업체, 사회 

경제적 속성을 고려하여 표 4와 같은 변수를 선정

하였다. 

은행과 대부업이 입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

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다중 회귀분석 식

은 다음과 같다. 

Yi=α+β1X1i+β2X2i+...+βkXki+εi (식 5)
Yi: 종속변수(은행 혹은 대부업체의 수)

α: 상수항

β1,β2,...,βk: 회귀계수

X1,X2,...,Xk: 독립변수(설명변수 )

εi: 오차항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과정을 실시한 뒤 상관분

석을 통해 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후 단계적 선정

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하여 은행과 대부업

과의 관련성이 높은 산업과 인구 및 가구, 주택에 

대해 표 5와 같은 변수들이 선정되었다. 

종속변수가 서울 지역 은행 수 일 때 독립변수는 

지방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

동산 및 임대업, 대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 1m당 아파트 가격, 기초활수급 가구, 교육 

서비스업, 주택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가 서울 지

역 대부업 일 때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은행, 지방세, 1m 

표 3. LISA 유형별 분포 특징

유형 지역 은행 대부업

HH

서울 강북·강남도심, 여의도 일대, 부도심 강북·강남도심, 여의도 일대, 일부 주거지

경기 수원·안산·성남·화성 중심지 경기 서북부 교통 및 주거 중심지

인천 신도시 일대 -

LH
서울 중심지 주변지역 강북·강남도심 주변지역

경기 중심거주지역 장흥면, 과천동

HL 경기 소비지역 -

LL
경기 수도권 외곽 경계지역 백암면

인천 수도권 외곽 해안인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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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가격, 가구, 주택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표 6은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의 은행

에 대한 다중회기분석모형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R 제곱 값이 0.895로 매우 높은 설명력

을 보인다. 서울의 은행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

이는 변수는 지방세로 0.567의 표준화 계수 값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대부업, 단독주택, 교육 서비스업 순으

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기초생

활가구와 단독주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

역 내 기초생활 가수 수와 주택 종류가 어떠한 구

성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은행의 입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7은 대부업체의 분포와 지역변수들과의 회귀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지역의 대부업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유

의하며 R 제곱값은 0.695으로 나타난다. 

서울지역 대부업의 경우 은행과 비슷하게 부동

산 및 임대업, 지방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

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표 5. 단계선택법을 통한 변수 선정

서울

종속변수 독립변수

은행 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방세, 기초생활수급 가구, 1m당 아파트 가격

대부업체 수
가구,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

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방세, 1m당 아파트 가격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구분 변수 

인구 및 주택 생산가능인구, 가구 수, 주택 수(다세대,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사업체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

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경제적 속성 지방세, 기초생활 수급자 수, 1m2당 아파트 가격

표 6.  서울 은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coef. T-value p-value VIF

지방세 .567 15.694 .000 3.9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4.292 .000 2.70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5 5.428 .000 2.781
부동산 및 임대업수 .156 4.258 .000 4.031

단독주택 -.057 -2.852 .005 1.186
기초생활 가구 -.042 -2.220 .027 1.070
교육 서비스업 .051 1.991 .047 1.931

adjusted R2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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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1m당 아파트 가격, 교육 서비스업, 주택수

와 관계를 가지는데 이중 교육 서비스업, 1m당 아

파트 가격, 도소매업, 주택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 오병기(2010)에 따르면 지역소득이 

증가 할수록 지방세 역시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가

지며 소득과 지방세는 서로 비례의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

세의 경우 소득과 비례하며 해당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소득이나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 은행과 대부

업이 입지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의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

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은행과 대부업 모두 지방세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 제도권 금융기관 모두 경제

력이 있는 지역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

개발연구원(2013)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중·저소

득자의 상당수가 대부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신

용자의 81.9%를 금융소외 계층으로 파악하였다. 

지방세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금융기관

이 지방세가 높은 지역으로 집중하면서 소득이 낮

은 지역은 은행뿐만 아니라 의존도가 높은 대부

업을 이용하는데도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반면 1m2당 아파트 가격은 대부업과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력을 나타내

는 변수로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대부업이 입지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기초생활가구와 은행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결과 역시 소득이 없거

나 적은 가구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지리

적 접근에 어려울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역 자체의 소득이 높은 곳은 은행과 대부업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가구 소득 수준으

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제도권 금융기관

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제도

권 금융기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적 변

수에 있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

만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비제도권 금융시

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

록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

며 개인 소득관계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사업체

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이 은행과는 양의 상관관계, 

대부업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금융기관에 

차이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금융 산업 중 은행과 대부업을 연구대

표 7.  서울 대부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coef. T-value p-value VIF

부동산 및 임대업수 .404 7.062 .000 4.171
지방세 .334 5.801 .000 4.2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8 3.913 .000 3.608

1m2 당 아파트 가격 -.097 -2.996 .003 1.335
도소매업체수 -.127 -3.883 .000 1.364

주택 -.076 -2.259 .024 1.4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3.246 .001 2.613

 교육 서비스업 -.105 -2.705 .007 1.920

adjusted R2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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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해당 업종의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비교분

석하였다. 분포의 경우 가장 최근은 2012년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분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패

턴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행과 대부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경제적 속성을 도출하고자 단계 선택법을 이

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의

미한 설명변수를 확인하였다.

커널밀도를 사용한 은행의 분포 패턴은 서울의 

경우 외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역의 중심지가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커

널밀도는 은행에 비하여 밀도 차이가 커서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면적은 작지만 은행과 동일하게 서

울의 강북과 강남 도심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었

지만 비슷한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진행하여 

Moran I지수를 산출하였으며 LISA(Local indica-
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통해 은행과 대부업

의 공간적 군집 패턴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은행

의 경우 HH유형이 대부분 서울에 분포하며 그 중 

서울 도심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낮은 값이 군집

하는 LL유형은 주로 서울 중심권에서 가장 먼 수

도권 외곽지역에서 보였다. 대부업의 경우는 은행

보다 특징적인 군집 지역이 적으며 패턴이 단조롭

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값이 군집하는 HH유

형이 서울 도심지역에서 나타나지만 LL유형의 경

우 경기도 백암면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부적상

관관계를 가지는 HL유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LH
유형은 서울 도심 주변 지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

기도 지역에서 보인다.

은행과 대부업체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사

회·경제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울로 범위를 좁혀

서 진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사업체의 변수

는 교육서비스업이 은행과는 양의 상관관계, 대부

업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경제적 변수에

서는 은행과 대부업 모두 지방세와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지만 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음

의 상관관계를, 대부업의 경우 1m2당 아파트 가

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지역소득과 가구 소득 

변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의 분포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부업과 은행의 공간분

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분

포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부업과 은

행의 공간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여 은행과 대부업

이 높은 값으로 군집하는 지역과 낮은 값으로 군

집하는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수요대상과 특성이 각기 다른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모

두 중심지역에 군집을 이루며 밀집되어 있는 분포

양상이 금융소외를 더욱 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서울 중

심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명확하게 지역적 

구분이 일어난 반면 대부업의 경우 높은 값으로 

군집하는 서울 중심지역을 제외하고 낮은 값의 군

집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입지 변화 

원인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변수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도권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

하여 후속 연구에서 지역단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변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면 지역의 사회·경

제적 변수와의 설명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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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개인소비자가 소비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을 융통하여주는 금융을 뜻함(금융위원회 금융용어 사전).

2)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 있으나 가까운 것은 먼 것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Tobler,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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