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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은행의 점외 자동화기기를사례로하여 금융정보화가초래할금융공간의 역동적인 변화를밝히는것을목 

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금융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은행 점포의 분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채널에 대한 논의까지 포괄하는 데는 미진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보편적으 

로 이용되는 자동화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 공간적 분포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점외 자동화기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 

적 규모가 큰 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양상을 보여， 금융 소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농성을 시사하였다. 점외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의 분포를 구별하기 위해 차별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인 

구 대비 점포수， 금융서비스에 잠재적인 수요의 분포차이로설명할수 었다. 마지막으로 점외 자통화기기 분포의 공간적 집 

중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어 : 점외 자동화기기， 은행 점포， 공간적 분포， 차별화 지수， 금융소외 

Abstract :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nge on financial landscape brought by the 

adva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based on a case study of Korean banks' automatic 

tel1er machine(ATM). A considerable amount of in-depth literature on the financial sector has accumulate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 yet studies incorporating technological changes in banking and financial 

activities have not proliferated. Since ATM is thought to be relatively less restricted by the traditional 

location factor of branch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TMs were compared to that of branches. Out-of

branch ATMs were extremely concentrated toward the Capital region and large cities in province ,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exclusion. To consider the fact that each out-of-branch ATM operates 

under the control of adjacent branch, differential ratio(d) was used in the analysis. The different pattem of 

differential ratio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province were explained by per capita branches and 

distribution of demand for financial services. Lastly , the degree of concentration of out-of-branch ATMs 

tumed out to be decreasing during the year of 1992 to 20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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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 배경과목적 

최근 수 십 년 간 진행된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삶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이는 금융 부문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 

으며， 컴퓨터 및 고도의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정보를 수집， 처리， 창출하는 금융정보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거 래의 상당 부분이 금융 정보의 

전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고 · 배송 관리에 

따르는 어려움이 일반 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 상 금융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 

찍부터 정보화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금융 

업무의 전산화 및 CD/ATM기(이하 자동화7171) . 

전화· 컴퓨터 · 핸드폰 퉁 점포 외에 다양한 서 

비스 채널의 동장은 금융정보화의 대표적인 성과 

라할수있다. 

본 연구는 금융정보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채널 

의 다양화가 단순히 금융시스템 상의 변화를 넘어 

서 금융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치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금융업의 특 

수한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자유로운 

새로운 금융서비스 채널은 은행 정포망과 다소 차 

별화된 공간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도의 집중적 양상을 보였던 전통적인 금융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 

하게제기될수있다. 

금융정보화에 따른 금융공간의 역동적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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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모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새로운 금융 서 

비스채널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의 7-1동화기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久}동화기 

기는 오프라인 서비스채널과 옹라인 서비스채널 

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며， 초기 설치비용과 운영비 

용이 점포에 비해 월동히 낮기 때문에 점포의 입지 

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자동화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상 은행 점포와는 다소 다른 고객군을 가짐으로써 

공간상에서 상이한 분포 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은행 

점포와 차별화되는 자동화기기 하부구조의 공간 

적 특성을 규명하며， 시간에 따른 자동화기기 분포 

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데 있다. 

2) 연구 대상과방법 

자동화기기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 

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은행의 점외 지동화기기이 

다. 자동화기기는 설치 된 장소에 따라 점포 안이나 

점포 외벽에 설치된 점내 자동화기기기， 점포 외 

장소(편의점， 학교， 지하철역， 백화점 둥)에 설치된 

점외 자동화기기로분류되는데， 이 중점내 기기가 

전체 기기의 72.6%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 

행 점포와 자동화기기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금 

융전산화가 금융공간에 초래하는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으므로 이 중 점외 7-}동화기기만을 분석 

대상으로삼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 6월에서 9월까지 

전국 137ß 은행의 담당자를 만나 취득한 2002년 

말 기준 자동화기기 관련 내부 자료이다. 분석에 

포함된 은행 중 시중은행은 우리， 조홍， 신한， 제 

일， 하나은행의 5개， 특수은행은 농협， 기업 은행 

의 2개， 그리고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의 6개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은행 점포와 달리 지동화기기에 대 

한자료는아직 체계적으로정리되어 있지 않은실 

정이어서 일부 은행 자료의 경우 분석대상으로 삼 

기에 미홉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위 13개 은행은 점포수로 전체 

은행의 70.6%를，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대수로는 

전체의 73.1%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 

보한다고할수있다. 

은행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 

는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저，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공간 변화와 

관련된 최근 지리학 연구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 

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크게 두 부류의 주제， 즉 정보화 시대에 금 

융의 공간적 집중 심화와 집중의 다른극단인 금융 

소외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상반되는 듯 보 

이는 이 두 가지의 연구주제는 금융의 전산화가 거 

리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는 대신 공간상에서 새 

로운 집중과 분산의 패턴을 초래하리라는 공통적 

인 인식에 기반한다. 다음으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지 

리적 특성을다각도로분석하였다. 분석 지역은 전 

국 시， 군， 구 단위이며，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에 

미치는 은행 점포의 영향올 고려하고 이 둘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은행 점포와 점외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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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상대적 분포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H∞Iver 지수와 z-score 방법을 통해 점외 자동화 

기71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과 

하였다. 

2. 문헌연구 

지금까지 국내 지리학에서 금융 공간에 대한 연 

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주로 은행 점 

포의 분포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논의를 포괄하는 데는 미진한 점 

이 많았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서양의 문헌 

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공간 

변화의 핵심적 쟁점을 금융의 공간적 집중 심화와 

금융소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D 금융의 공간적 집중 심화 

금융정보화 시대에 금융의 공간적 집중이 한충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금 

융활동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국지적 착근 

성에 주목하거나 신경제지리학에서 논의하는 경 

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개념을 도입함으로 

써 금융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홍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1) 국지적 착근성 

금융공간이 집중 양상 심화와 관련하여 국지적 

착근성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금융거래의 성격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가치있는 정보 교환의 수단 

으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긴밀한관계 형성이중요 

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Agnes ， 2000; Ha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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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돼rift ， 1994). 거 래당사자 간 신뢰 구축 및 정 

보의 교환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을 둔 국지적 착 

근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능한데， 국지적 착근성 

은 기존의 금융중심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되 

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의 공간적 집중도를 심화시 

킬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Drennan ， 1996). 

정보화 시대에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를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찾은 

Thrift(1994)는 금융중심지를 형성하는 3가지 요소 

인 정 보(information) , 지 식 (expertise) , 접 촉 
(contaα)의 선순환이 국지적 착근성의 기반 위에 

서만효과적으로 일어날수 있음을강조한다. 전자 

수단에 의해 정보의 교환과 지식의 창출이 가능해 

졌지만， 이는 결코 대면접촉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정보적 특성에 따라 금 

융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금융시장의 공간 

적 분화와 연결시키는 홍미로운 이론을 제시한 

Clark & σ Connor( 1995)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분류한 금융상품의 유 

형 중 불투명한 상품의 성격을 지닌 것은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이 요구된다는 특 

성을가진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 

보배후지의 범위가국가하위 지역단위로한정되 

고， 이에 기반한 국지적 네트워라 구축됨으로써 

기존의 금융중심지와 같은 특정 지역의 경쟁적 우 

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은 신경제지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지리적 현상을 초래하는 내생적 

과정에서 규모수익 체중이 존재할 경우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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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요인들 간의 정(正)의 피드백을 의미한다. 

경로의존성의 측면에서 금융중심지의 형성과 진 

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우연이나 역사적 사건에 

의해 초기에 하나의 금융중심지가 다른 곳에 비해 

우월하게 되면， 이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금융중심 

지 간에 구조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Poπeous ， 1995; Porteous, 1999; Lee & Schmidt

Marwede, 1993). 고급 인력과 전문적인 정보흐름 

에 의한장소특정적인 외부성이 금융부문에 규모 

수익 체증을 초래하여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게 된 

다는것이다. 

금융중심지의 형성 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을 중시 

하는 연구들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물리적 

입지의 중요성 약화가 결코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의 위상을 약화시키지 않으리라고 지적한다 

(Porteous , 1999; Lee&Schmidt , 1993; Thrift , 

1994). 

Porteous(1999)는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정보 

의 흐름이 좋았던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정보 네트워강}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션 

순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 하부구조 

를 통해 어디서나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지만， 암묵 

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에 

집적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Thrift(1994) 또한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의 평판이 

잠재적인 매몰비용으로 작용함으로서 다른 금융 

중심지의 상대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는자본의 순환이 기존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동시에다시 이에 영향을미치는순 

환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Lee & 

Schmidt, 1993). 이에 따라 경로의존성은 정보화 

시대에도 금융의 지속적인 집중을 초래하는 중요 

한한요인이될수있다. 



2) 금융 소외 (Fina ncia 1 Ex cl us io n) 

(1) 개념 

금융 소외는 특정 소비자 집단이 경제적 이유， 인 

구학적 특성(나이， 인종)이나 거주지에 의해 금융 

시스댐으로부터 차별 또는 배제되는 현상을 말한 

다. 금융소외는특정 지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열악한 서비 

스 조건， 가격차별 동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 

다(Panigyrakis , πleodoridis & Veloutsou, 2002). 

지금까지 금융 소외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은행 점포의 폐쇄 양상에 관심을맞추어왔다. 

이들 연구는은행 점포의 통폐합이 전 지역에 균 

둥하게 나타나는 대신 소득이 낮고 소수 인종 비율 

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부각시 

킨다(Argent & Rolley, 2000; Dymski & Veitch, 
19%; Leyshon & πuift， 1995; Pollard, 19%). 이밖 

에 점포의 급격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에서 공식적인 금융서비스 채널의 기능을 대체하 

기 위해 설립되는 2차 금융서비스 채널도 금융 소 

외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Dymski & 

Veitch(19%)는 2차 금융서비스 채널에서 제공되 

는 서비상}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이용핸데 드 

는 비용이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에 역비례하여 빈 

곤의 악순환을 가져옹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 

들은 기존의 연구가 주로 소외된 계층의 금융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 관심을 가지지 

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합리적인 대출 기회의 

부족은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미 래의 성장까지 저 

해하기때문이다. 

금융 소외는 자본의 비용이 자본의 위험도에 비 

례하는 금융업의 특성 상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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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현상이나， 최근 들어 한충 더 심화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의 전산화 및 금융서비 

스 대체채널의 둥장에 따라 은행 점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은행 점포의 핵심 전략 

이 과거 대출관련상품의 판매에서 점차투자관련 

상품의 판매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그 결 

과， 잠재적인 수익 창출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각 

점포의 가치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양상을 나타내 

어 전략적가치가낮은저소득，저인구지역에서의 

급격한 점포 통폐합을 초래한다(Leyshon & Thrift, 

1995). 

(2) 정보화 시대의 금융 소외 

앞서의 연구가 금융 소외의 가장 가시적이며 전 

형적인 사례를 다룬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따른 금융서비스 채널 

의 다양화가금융소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크게 금융 서비스채널의 하 

부구조와 금융 지식(fmancial literacy)의 측면에서 

살펴볼수있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Leyshon & π띠ft(1994)는 

은행 점포를 대체하여 설립되는 서비스채널들이 

금융 소외의 해결에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이들은자동화기기를대표적인 예로들며， 

은행이 점포의 전략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듯 기기 

의 입지 결정에도냉철한분석이수반된다는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따라 범죄율이 높은 빈민 지역 

에서는 급격한 점포의 폐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 

하고 이를 만회할 만한 자동화기기의 추가적인 설 

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을 매개로 한 금융서비스 대체 채널들 

이 점포의 폐쇄로 인한 금융 소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금융지식의 사회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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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화가 존재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Leyshon, 돼rift & Pratt(1998)이 지적하듯이 다양 

한 금융저널 및 금융포탈 사이트 둥을 통해 금융 

상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습득하거나 금융 부문 

의 혁신을 활용하는 기회의 정도 및 능력 여부가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Panigyrakis , 

πleodoridis & Veloutsou(2002)는 그리스의 외 진 

섬을다룬구체적인사례 연구를통해， 혁신을수 

용하는개인의 인지적차이가존재함을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연구 대상 지역에서 자동화기기 

이용 인구가 전체의 290/0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타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자동화기기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로운금융서비스채널을수용하는능력이 과거 경 

험을통한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 

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 소외의 해결이 단순한 금 

융 하부구조의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공간적 
트성 

1) 점외 자동화기기의 지리 적 분포 

200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소재 137ß 은행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대수는 총 7，395대이며， 시， 군， 구 

별 첨외 자동화기기의 평균 설치대수는 40.7대이 

다. 각 지역별 기기 설치대수는 최소 0대에서 최 

대 170대(강남구)까지의 차이를보인다. 

〈그림-1)는 2002년 말 기준 점외 자동화기기의 

지리적 분포를지도화한결과이다. 이를통하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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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점외 자동화기기의 지리적 분포 

외 자동화기기의 분포를살퍼보면，수도권과광역 

시를 중심으로 기기의 설치가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에 설치된 

점외 자동화기기가 전체 광역시에 설치된 기기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며， 나머지는 얀천， 광주， 대전， 

울산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포항， 구미， 창원， 청주， 전주， 마산 둥 규 

모가 큰 도시들에도 점외 자동화기기가 비교적 많 

이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위 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수준은 상당히 대조적이 

다.2002년 말 기준으로 점외 자동화기기가설치되 

지 않은 지역이 전국 233개 시，군， 구 중 43개인 

18.5%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도시로서 , 아직까지 점외 자 

동화기기의 보급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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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을뿐전국적으로고르게 확산되고있는단계 지역의 은행 점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곳이며， 

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 값이 1보다 작은 지 역은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 

치 비율이 은행 점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곳이라 

2) 점외 자동화기기와은행 점포의 분포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점외 자동화기기의 대략 

적인 분포 현황을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점외 

자동화기기가 은행 점포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어떤 지역에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해당 지 역의 은행 점포가 많 

아서 그런 것인지 특수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 

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각각의 기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신 인근에 있는 은행 점포 

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둘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지 역의 특정 사회현 

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사용되는 입지계수의 개념을 활용한 분석방법 

을 사용하였다. 차별화지수(d)라 명한 이 지수는 

각 지 역의 점외 자동화기기 대수가 전국의 점외 자 

동화기기 대수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각 지 역의 은 

행 점포수가 전국의 점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식-1) . 

입지계수의 개념에 따라 차별화 지수의 값이 1보 

다 큰 지역은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비율이 그 

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차별화 지수’ 의 값이 1에 가까울수 

록해당지역의 점외 자동화기기가은행 점포의 분 

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차별화지수 1을기준으로표준편차 1의 범 

위에 속하는 0.8 에서 1. 2 사이로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차별화 지수가 0.8 미만 또는 1.2 이상으로 나 

타나는 지 역은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가 은행 점 

포의 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지역으로 간주되 

어분석의대상이된다.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차별화 지수를 이 

용한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 

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수도권 

〈그림-2)는 수도권의 각 시， 군， 구별 차별화 지 

수를 지도화한 그림이다. 

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대부분 구와 경기 북부 지 

역에서는 1 이하의 차별화 지수가 우세한 반면， 경 

기 남부 지 역에서는 1 이상의 차별화 지수를 갖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에 미치는 은행 점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서는 이상에서 구한 각 지역의 차별화 지수를 그 

d= 

(차별화지수) 

특정지역의 점외자동화기기 대수 

전국의 점외자동화기기 대수 

특정지역의은행점포수 〈식 -1) 

전국의은행점포수 

-111-



은행 접외 자동화기기(CD/ATM기)의 공간적 분포 

양〉 

〈그림-2) 수도권의 차별화 지수 

지역의 은행 점포 분포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중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기존에 은행 

점포가 특별히 많거나 적게 분포한 지역이다. 즉， 

은행 점포가 상대적으로 밀집하거나 과소한 곳의 

차별화 지수가 대략적으로 어떤 특정을 가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은행 점포와 비교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집중성을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 

다. 은행 점포 수가 많은 지역의 차별화 지수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점외 지동화기기의 설 

치가 금융의 공간적 집중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은행 점포가 과밀했던 곳 

의 차별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면 점 

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로 인해 금융의 공간적 집중 

도가조금이나마완화되고 있다고해석할수 있다.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구에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대수 

를 보유한 서울에서는 대체로 1 보다 작은 차별화 

지수가 나타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은행 점포가 

과밀하게 입지해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 

구， 영둥포구에서는 0.8 이하의 차별화 지수가 나 

타나 은행 점포의 비율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지역에 워낙은행 점포가많아점외 자동화기기의 

절대적인수치는높게 나타나나，은행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집중 정도는 훨씬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 역의 점 

포수 뿐 아니라 인구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점외자동화기기는지역의 인구와밀접한관련 

을 가지며， 기기의 설치를 통해 점포의 과소를 어 

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인구대비 점포수* 를 구한 

결과， 위 5개 지역에서는 모두 1.5 이상의 높은 지 

수가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에 비해 

은행 점포수가 과다하게 나타나므로 점외 자동화 

기기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수있다. 

반면， 서울에서 1 이상의 차별화 지수를 보이는 

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로 서울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 점포 

수를보유한곳이다. 이들지역의 인구대비 점포수 

• 본 분석에서 인구대비 점포수는 차별화 지수와 통일한 개념으로 이 값이 1 이상이변 인구에 비해 점포가 많은 것으로， 1 이하이면 
인구에 비해 점포가 적은 것으로해석할수 있다. 구체적인 식은다음과 같다. 
인구대비 점포수=((특정 지역의 점포수)/(전국의 점포수) )/((특정 지역의 인구)/(전국의 인구)) 

• 인구대비 점포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3.3, 중구 7.1, 서초구 2.1 , 강남구 2.5, 영둥포구 1.7 로 나타났다. 
十 인구대비 점포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봉구 0.4, 노원구 0.5. 서대문구 0.7. 관악구 0.5 로 나타났다. 
추 서대문구에는명지대，경기대， 이화여대， 연세대，추계예술대， 명지 전문대 퉁 8개 대학이，관악구에는서울대가입지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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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3에서 0.7 사이로 나타나 인구에 비해 점포가 

과소분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도봉구 

와노원구는대단위 주거 지역이며，서대문구와관 

악구는 해당 지역에 입지한 대학으로 인해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 

외 자동화기기의 활발한 설치를 통해 점포의 부족 

이 다소나마 보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과 

地理學論훌훌 제44호 (2004.9) 

경기의 차별화 지수 분포 또한 인구대비 점포수를 

통해설명할수있다. 

먼저， 인천은동구를제외한모든자치구에서 차 

별화 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 동구는 인구 10만 이하의 소 

규모 자치구인데 반해 지역에 입지한 점포는 7개 

로 인구대비 점포수가 1 이상으후 나타나는 지역 

〈표-1) 수도권의 점포수 별 차별화 지수 

40-용O 
I그L....:. I ， ι~ L....:. I , | 강다:서 ，. u구구1 로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서대문구 

서울 

60-100 마포구，송 

종로구， 서초구， 
100 이상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0-20 
강호}군， 옹진군， 남구，중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20-40 납독; 

0-20 
동두천시 가평군 I 시흥시， 여주군 김포시， 광주시， | 이천시 오산시， 
|연천군 하 ’남시 양 ←평 ←군， 과천시， |안성시，화성시 

구리시，포천군 
의왕시， 앙주군 파주시 

20-.때 광명시 
군포시， 평택시， 

의정부시 

40경O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60-100 |수원시， 성남시， 
고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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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 럼 인구에 비해 점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미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점포수가 20개 이하인 

지역 중 남구， 서구， 계양구는 차별화 지수가 1.2 

이상으로나타난다. 이들지역은점포의 절대적인 

수치가 적을 뿐 아니라 인구대비 점포수도 모두 

0.4 에서 0,7 사이로 나타나 인구에 비해서도 은행 

점포가 과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원활한 점외 자동화기기 

의 설치로 지 역 주민의 단순 현금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현저히 증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경기의 경우， 은행 점포수가 20개 미만인 지역에 

서는 북부와 남부 지역 간 차별화 지수의 차이가 

확연하다. 먼저， 파주시(1，79)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보다 작은 차별화 지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은행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데는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 

된 경제기반， 낮은 인구밀도 퉁이 중요하게 작용했 

으리라생각된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교하， 운정， 금촌지구를 중 

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파주 

문발공단， 출판단지， 그리고 앞으로 LG 필립스의 

LCD 공장의 입주 예정 둥 다른 경기 북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시의 인구대비 점포수는 0.4로경기 북부지역중 

가장 낮게 나타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의 필요성 

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경 

기 북부 지역과 대조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1보다큰차별화지수를보이는지역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높게 나타난다. 

경기 남부에는 활발한 신도시 건설로 대단위 주 

거 지역 및 상가가형성된곳이 많은데， 이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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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점외 자동화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 

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신도시의 역사가 10 

여년 이내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과거 서울에서 점 

포의 무차별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상대 

적으로 점포의 신설이 낮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 

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 점포수가 40개 이상으로 평 

균을 상회하는 모든 곳에서는 차별화 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난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점포수가 찌ω개인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집중이 심화된 양상이 나타나 

나， 점포수가 60개 이상인 지 역은 대체로 은행 점 

포를 반영한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을볼수있다. 

전자의 지역에서는 인구대비 점포수가 대체로 

0.5에서 0， 8 사이의 분포를보이는 한편， 후자의 지 

역에서는 0，7에서 1.0으로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난 

다는 점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 역별 은행 점포수와 차별 

화 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3)과 같 

다. 위 그림은 수도권에서 점포수와 차별화 지수 

간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점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 

3.6 
3.2 
2.8 

<1- 2.4 
호 2 
폐 1.6 
:강 1.2 

0.8 
0‘ 4 
o 

점포수앓 차멸화지수 

o 20 때 00 80 100 120 140 100 180 200 
접포 

〈그림-3) 점포수와 차별화 지수의 관계 : 수도권 



기기의 설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점포가 적은 

지역일수록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상대 

적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 

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는 점외 자동화기기가 은행 점포와 어느 정도 대 

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점포 설립에 현실적인 제약(관리 및 설치 비 

용， 용지 획득의 용이성， 수익성 창출 여부 등)이 

있어 지역 주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불충 

분하게 만족되는지역의 경우 점포의 대체재로점 

외 자동화기기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 

우，자동화기기 설치에 따른한계 편익은 인구대비 

점포수가 많았던 지역 (1 이상)에 비해 인구대비 

점포수가 적었던 지역 (1 이하)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할수있다. 인구대비 점포수가많은지역에서 

는은행 업무시간외에도점포외벽에설치된자동 

화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수도권 

에서 인구대비 점포수가많은지역은곧은행 점포 

수가 많은 지역이므로 점포가 많은 지역의 상대적 

인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 비중이 낮아지는 한편， 

점포가적은지역의 상대적인기기설치 비중은높 

게나타나는것이다. 

이와 같은 점외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 간 대체 

적인 관계는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를 통해 기존 

점포의 분포에서 나타났던 극심한 공간적 집중성 

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대체로 0.8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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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비수도권의 차별화 지수 

차별화 지수를 보이며， 이밖에 구미， 창원， 청주， 

마산， 천안， 여밖수， 광양 퉁 규모E가}냄큰 도돼시의인차별 

화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0.8 이하의 차별화 지수가 

우세하게 나타나 점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 

다〈그림-4) . 다음에서는 비수도권의 차별화 지수 

를 각 지 역의 은행 점포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행 점포수 

가 ι10개로 비수도권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 

역의 대부분에서는 0.8 이하의 차별화 지수가 나타 

난다. 특히 점포가 10개 이상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0-0.4 의 차별화 지수를 갖는 지역 

이 상당수 존재한다. 차별화 지수가 0.8 이하인 곳 

중울릉군，괴산군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 인구대 

비 점포수가 1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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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비수도권의 점포수 별 차별화 지수 

충북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권| | 진천군， 괴산군， 
충남보령시， 

|충남 서천시 
정양시， 당진군 

|충남공주시 |음성군，단앞， 
충남언기군 

|충북정원군 

부여군， 흥성군， 
예산군， 태안군 

경북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정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호}군， 경북군위군， 

영남권 | l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부산기짧， |대구 달성군， |울산울주군 
경남통영시， 경남진해시， 경남거제시 경북 칠곡군 

밀양시， 의령군，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0-10 |하동군，산청군， 
함g받， 거창군， 

합천군 

전북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호남권 | |순창군，고창군， 
닙안군，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담S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장흥군 

강원권 | |흥천군， 영월군， 
태백시 속초시， 

평창군， 철원군， 
삼척시， 정선군， |횡성군 

화천군， 인제군， 
앙구군 。~'b~

고성군 

남제주군 북제주군 

충청권 | 10-20 |충남논산시 대전동구 
대전 대덕구，충북 충남 서산시， 

충주시， 충남 O싼시 충북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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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비수도권의 점포수 별 차별화 지수 (계속) 

영남권 경북 영주시 경북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양산시， 

울산 중구， 북구. I 경북 경주시， 
부산 서구， 북구. I 울산 동구 
영도구， 강서구， 

수영구 10-20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영남권 대구서구 
’ 
구
 

“
이
 대
에
 

사
」
 우i
 

경
 
해
 

브
「
 사」
 

겨
깅
 벼T
 

구
 
구
 

’ 
나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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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쉐
 구，
 
구
 

진
 
동
 
동
 

남
 
구
 
산
 

겨
。
 대
에
 벼
T
 

20-30 

호남권 

경남 김해시，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 
구， 중구， 사하구， 

언제구， 사상구 

경북 구미시 

30-때 

영남권 
경북포항시 경남 마산시， 대구 I ~ ~ -, L..; '~I ， -: ~ I 켜남 창원시 
울산 남구， 부산 진구| 북구， 달서구， 중구 。

40-70 
호남권 

광주북구，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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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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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색 지역은 점외 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지역을 나타내며 흰색 지역은 이를 관리하는 점포가 있는 지역을 나타냄. 

주 2) 각 지역의 면적 비율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그림-5)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지역과 관리 지역 

역의 저조한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는 금융서비스 

의 이용 측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홍미로운 점은 지역의 은행 

점포수가 0-10개로 희박한 지역 중 충북 청원군， 

울산 울주군은 이례적으로 2 이상의 높은 차별화 

지수를 보이며， 이밖에 7 개 지역에서도 1.2 이상 

의 차별화지수가나타난다는점이다. 

이와 같이 은행 점포수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 

의 설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기기가그지역의 점포에 의해 모두관리되 

는 대신 인근 지역의 점포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그림-5) . 이들 지역 

은 대체로 다른 군에 비해 인구 규모는 적지만， 경 

제기반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대학과 같 

이 점외 자동화기기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시 

설이 입지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금 

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는데， 이를충족시키기 위해 은행 점포를추가적으 

로 설립하는 대신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를 증가 

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는 같은 지 

역의 은행 점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 

기 쉬운데， 이를 관리할 점포가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인근 지 역의 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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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비슷한 점포 수를 가지면서 0-0.4 사이의 낮은 

차별화 지수를 보이는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지역은 앞서 살펴본 9개 지역들과 달리 타 

지역에서 관리되는 점외 자동화기기가 거의 전무 

하다는공통점을갖는다. 일부지역 주민들이 점외 

자동화기기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실정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도 점차적으 

로 위와 같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은행 점포수가 20개 이상으로 비수도권 평 

균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0.8 이하의 차별화 지수를 

가진 지역이 현저히 감소하며， 차별화 지수가 1 에 

가깝거나 1.2보다큰지역의 비율이 점차증가한다. 

특히， 대전 유성구는 2 이상의 높은 차별화 지수 

를 보이는데， 연구소와 벤처기업이 입주한 대덕밸 

리와 카이스트， 충남대， 목원대 둥 대학이 점외 자 

地理學論훌훌 저144호 (2004.9) 

동화기기 설치의 중심지역일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유성구는 호남권 내에서 대학수 및 학생 

수가가장많은지역인데，앞서 서울의 서대문구와 

관악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은 은행 점포보다 

는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가 유리한 대표적인 곳 

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북 구미시<3.4)와 경남 창 

원시(2. 1)도 2 이상의 차별화 지수를 보여 절대적 

인 은행 점포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은행 점포에 대 

한 점외 자동화기기의 상대적 비중이 월동히 높게 

나타남을알수있다. 

여기서 관심깊게 보아야 할 점은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지역의 대부분에서 1 이상의 인구대비 점 

포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이들 지역에는 단순히 점포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규모에 비해서도 많은 점포수가 입지 

해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점포가 많은 지 역일수록 

기존 점포의 분포에 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비수도권외 접포수뿔 차뿔화;;;: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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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점포수와 차별화 지수의 관계: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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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지역과 비교하여 금융 하부구조의 상대적 격차가 

한충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 

펴본 비수도권의 지역별 점포수와 차별화 지수간 

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6)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수도권의 지역별 점포수와 

차별화 지수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6)는 이 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앞 

서 살펴본 수도권의 경우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은 

행 점포가 적을수록 점외 자동화기기의 절대적인 

수치만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점포에 대 

한 점외 자동화기기의 상대적 비중 또한 낮게 나타 

나며， 점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명한 차이는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 

한 잠재적인 수요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편중되었 

다는데 기인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일부 도시를 기점으로 경제기반 활동이나 인구 

가 집중하여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그 기점을 중심으로 발생하 

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은행 점포가 많은 지 

역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 

지역으로볼수있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는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 점포의 기능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추 

가적인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를 통한 한계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점포가 희 

박하게 분포하는 지역은 원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점 

• z-score = (ι- μ) / t1 

외 자동화기기 설치를 통한 한계 편익이 미미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는 

점외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 간 어느 정도 보완적 

인 관계가 존재하며， 그 결과 점외 자동화기기 설 

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금융의 

공간적 불균형 이 한충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 변화 

시간에 따른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분한 1992년， 1997년， 

2002년의 세 시기를 선택하였다.1992년은 1980년 

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설치가 시작된 기기가 어 

느 정도 전국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1997년은 점외 자동화기기의 성장기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은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금융 구조 

조정의 영향을 받기 직전의 시기로 점외 자동화기 

기가외부적인 영향을받지 않고자생적으로성장 

한결과를나타내는시기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 2002년은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은행의 통폐합이 어느 정도완결된 시점이며， 기기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1990년대 후반 

에 비해서는 그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안정 

기라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 분포 변 

화를 살펴보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각 자료와 평 

균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표준점수* 방법을 사용하 

였다. 표준점수는 각 자료를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표준화하여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게 함으로 

써 상대적 위치나분포가다른자료들을직접 비교 

1(i:i 동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대수. μ :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대수 평균 t1: 점외자동화기기 설치대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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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게하므로，본 연구와같이 시점이다른이 

질적인 집단의 값을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에 따 

라본절에서는분석 연도별로점외자동화기기수 

를 기준으로 한 각 지역의 표준점수를 도출하고 이 

를 지도화함으로써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집 

중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왔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1) 수도권 

〈그림-7)은 1992년과 1997년， 그리고 2002년도 

수도권의 점외 자동화기기 표준점수를 지도화한 

결과이다. 각 시기별로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공 

간적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점외 자동화기기의 

잠재적인 수요， 즉 인구 분포 비율을 고려한 

H∞Iver 지수를 이용하였다. Hoover 지수의 개념의 

따라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굵둥한 분포를 가진 

다고 해석하는 반면， 100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 

으로의 집중이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2) 

를 통해 세 시기의 Hoover 지수를 구한 결과， 각각 

H=O.5 죄 I ~ - Ai I '" 100 
〈식-2) 

P 특정지역 인구 특정지역 점외자동화기기 대수 
A-

전국 인구 ’ l 전국 점외자동화기기 대수 

51. 24 ， 25.58 ， 21.08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외 자동화기기의 도입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기 설치의 지 역적 편재가 존재하였지만， 10 

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보다 넓은 지역으로 기기 

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화기기의 도입기인 1992년의 표준점수 분포 

도를 보면， 이 시기 수도권에서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가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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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영둥포구(19대) , 중구(14대) , 강남구(9대) , 서초구 

(8대)가， 경기도에서는 용인시(9대)와 안산시(6대) 

가점외 자동화기기 설치의 선두지역이다. 

이 시기의 분포 중 홍미로운 점은 현재 점외 지동 

화기기가 집중설치된 지역 중하나인 종로구에 아 

직 본격적으로 점외 Ã~동화기기의 도입 01 이루어 

지지 않아(표준 점수: 0.51) , 노원구(1.32) ， 용산구 

(1. 01), 성동구(1.05) ， 구로구(1.05) ， 강동구(0.78) ， 

성북구(0.78)에 비해 낮은표준점수가나타나고 있 

다는점이다.마찬가지로현재 경기도에서 점외자 

동화기기 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와 성남시도 음의 

표준점수를보인다. 

한편，경기 남부의 몇곳을제외한나머지 지역과 

인천에서도 아직 점외 자동화기기의 도입이 본격 

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표준점수 분포 패턴을 보면， 서울의 상 

위 4개 지 역(영둥포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의 표 

준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동대문구， 은평 

구， 동작구， 송파구 둥 1992년까지만 해도 평균에 

미휩}는 기기를 보유하던 지역들의 약진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 자동화기기의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산되고있는시기임을알수있다. 

특히，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5년 사이 가장 급격 

한점수의 증가가나타난지역이다(1992년의 표준 

점수 0.51에서 각각 1.14와 2.82로 증가). 한편， 경 

기도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외 자동화기 

기의 설치가 대폭 증가한 지 역들이 상당수 존재한 

다.1992년만 해도 고작 한두 대의 기기가 설치된 

수준이었으나， 5년 사이에 급격한 기기의 설치가 

이루어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는 이 시기에 남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가 증 

가하고 있으나， 동구， 연수구， 강화군은 아직도 점 

외 자동화기기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2002년에는 이전 시기에 기기의 설치가 상대적 

으로 안정되었던 서울의 상위 4개 지역(영둥포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신규 설치가 현저히 증 

가하여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집중이 다시 심 

화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가나타 

나는 데는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단행된 금융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수익성 개 

선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중복된 점포를 대폭 축소 

하였는데，그과정에서 가능한주민들의 불편이 초 

래되지 않도록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점외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위 네 지 

역은 1997년과 2002년 사이 점포의 통폐합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5년 사이 위 네 지역 

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가급격히 증가한 것은내 

생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은행 점포망의 

축소로 인한 외생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밖에 이 시기에는 동대문구와 관악구의 대학 

가에서 점외 자동화기기의 급격한 신장이 두드러 

진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 

울에 가까운 지역 간의 편차가 1997년에 비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수도권 외곽 지역 중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는점외 자동화기기가아직 설치되지 않 

*1999년 기준으로 5개 퇴출은행(통화， 동남， 대통， 정기， 충청은행) 점포 중 22.8%인 153개가 서울에 소재의 점포이다. 이 중 강남구 
(33), 영둥포구(18) ， 중구(17) ， 서초(12)는 퇴출은행의 점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최재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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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거나그수준이 미미한지역이 많은편이다. 

(2) 비수도권 

1992년 , 1997년 , 2002년 비 수도권 지 역 의 

Hoover 지수는 각각 63.75, 41.18, 26.13 으로 수도 

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외 자동화 

기기의 지역적 편재가완화되고 있는추세이다. 또 

한， 모든 시기에 있어서 비수도권의 Ho아er 지수 

가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인구 비율에 대한 

기기의 집중 정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 

한것으로보인다. 

먼저， 자동화기기 도입 초창기인 1992년을 보면， 

소수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점외 자동화기기가 도 

입되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는 아직 기기의 도입 

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표준점 

g 

繼창 <1992년〉 

繼”

짧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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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6 --0,3 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직 점외 지동 

화기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다). 점외 

자동화기기 미설치 지역에는 현재 광역시에 속하 

는 자치구도 상당수 포함된다. 광역시 중 1992년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 

전 유성구로， 설치 장소는 한국과학 기술원과 국방 

과학연구소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 창원시 (6.65) , 구미시 (5.38) , 청주시 

(3.80) , 포항시(2.21)， 광양시(1.89) 둥도 높은 표준 

접수가나타나는지역이다. 이들지역은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공단 또는 공단인근 지 

역이 대표적인 기기 설치장소이다. 공단은 업무의 

특성상현금입출금서비스의 이용빈도가높기 때 

문에 일찍부터 점외 자동화기기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繼쫓 <1 셋37년〉 

표준징수 

‘~，.，.， ι t‘ 
생끼" 
흉웠~(I:' ‘ 

톨톨. ~J G '" 

<2002년> 5ü Kη 

n 

〈그림-8) 비수도권의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 변회{1992 년， 1997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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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점외 자동화기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수준이 극히 미미한 지역(표준점수 -

0.6 이하)이 1992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다. 

먼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대구 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점외 자동화기 

기가 설치되며 특히 광주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광역시 외 기타 지역에서는 1992년의 표준점수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1992년에 점외 자동화기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던 지역 중강원도에서는 8개， 경상도 

에서는 10개， 충청도에서는 9개， 전라도에서는 9 

개， 제주도에서는 1개 지역에 기기가 새로 도입되 

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 경북 경산시， 충북 청원 

군，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는 1992년까지 점외 

자동화기기가 전혀 없었으나， 5년 사이 기기의 설 

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이다. 이밖에 경남 양산 

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제주 제주시는 5년 사이 기기의 신설이 특 

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1.5 이상의 높은 표준점수가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1997년은 점외 자 

동화기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역시 및 일 

부대도시의 기기 설치가급증하는시기임을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은 1997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광역시의 점외 자동화기기 집중이 한충 더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 중 특히 부산의 비약적인 

기기 설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광역시를 제 

외한 기타 지 역에서는 점외 자동화기기 미설치 지 

역(표준점수 애.6 이하)이 1997년에 비해 더욱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5년 사이 점외 자동화기기 

가 처음으로 설치된 지역의 평균 인구는 80 ，440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까지 점외 자동화기기 

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평균 인구는 50，10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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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수준 및 도입 시 

기가 도시 규모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외 자동화기기가 초반에는 규모가 큰 도 

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지만， 점차 중소 도시로 확 

산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강원 춘천 

시 · 강롱시， 경북 경주시， 경남 마산시， 충북 청주 

시， 충남 천안시 둥도 최근 들어 새로운 기기의 설 

치가증가하고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금융공간에 미치 

는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동 

장한 금융 서비스채널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있는자동화기기에초점을맞추어그분포의 지 

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금융 전산화의 과도 단계 

에 도입되는 자동화기기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역동적인 금융공간 변화를 규명하 

기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가진다. 점외 

자동화기기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차별화 

지수라는 개념을 통해 은행 점포의 영향을 고려한 

점외 자동화기기의 분포를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추적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점외 자동화기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밖 

에 포항， 구미， 창원， 천안， 청주， 전주， 마산 둥 규 

모가 큰 지방도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외 À}통화 

기기 설치대수가 나타난다. 반면， 인구 10만 명 이 

하의 중소 도시 중 46%에는 아직 점외 자동화기기 

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전체 지역 

의 약 2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 



직 점외 자동화기기 도입 수준이 지역에 따라 상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혜택이 동동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은행 점포와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상대 

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차별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은행 점포의 분포에서 나타났던 극 

심한 공간적 집중성이 점외 자동화기기의 설치를 

통해 다소 완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가 많은 지역은 점 

외 자동화기기의 설치 비중이 점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은행 점포가 적 

은 지역의 점외 자동화기기 설치 비중은 점포보다 

더욱 낮아지는 상반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의 점포 수준에 따라 단순한 금융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상이한 분 

포로 인해 은행 점포와 점외 자동화기기 간 대체적 

또는 보완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 

졌다. 

셋째， 자동화기기의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대 

표되는 세 시기를 선정해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점외 지동화기 

기의 지역적 편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는 예외적으로 1997년에서 2어2 

년 사이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에 기기의 

신규 설치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금융 구 

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한 

편， 비수도권에서는 공업단지가 있는 대규모 도시 

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기기의 도입이 이루어졌 

으며， 1997년부터는 광역시나 기타 도시에서의 기 

기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기 설치의 지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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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점차감소하고 있는추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은행 점포와 점외 자동화기기 분포의 

비교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초래할 금융공 

간의 변화를 밝히파 하였으므로 은행의 점외 자 

동화기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은행은 자동화기 

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아직까지 자동화기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지만， 최근 들어 자동화기 

기 사업자가 설치한 기기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은행 외의 자동화기기까지 포 

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점포와 달리 자동화기기에 대한 친숙도나 이를 이 

용하려는 의지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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