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
T

E
M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 계   량   경   제   학   보 ) 

September 2010 

Volume 21. Issue 3. pp.54-90 

 

An Empirical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of the Homeplus-
Homever Merger *

 

 

Kwang-Shik Shin †, Jinook Jeong ‡ , Jong-Hee Hah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mpetitive effects of the horizontal merger between two superstores in Korea, 

Homeplus and Homever. We calculated a price index covering a large number of products for individual Homeplus 

stores in different regions, and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likely competitive effects of the 

proposed merger. We found that the maximum difference in price index across 51 Homeplus stroes is less than 2.5%, 

and the price indexes of these stores are independent of the degree of concentration in the region where each store is 

located. We also found that the presence of Homever stor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ice index of the nearby 

Homeplus stores, while the existence of Emart stores and tranditional markets has some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erger is not likely to lead to the elevation of prices. We found similar results in a regression analysis 

using cross-section data. 

  

 

Keywords  Merger, Competition policy, Antitrust, Supermarket 

JEL Classification   L4, C2, L1 

                                            
* We wish to thank the referees for their useful comments 

† Senior Advisor, KIM & CHANG, Email address: ksshin@kimchang.com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address: jinook@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address: hahnjh@ 

yonsei.ac.kr  

Received March 13, 2010, Revised July 2, 2010, Accepted July 8, 2010



JE
T

E
M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 계   량   경   제   학   보 ) 

September 2010 

Volume 21. Issue 3. pp.54-90 

 

국내 대형할인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에 관한 연구: 홈플러스-

홈에버 사례의 실증분석 *
 

 

신광식 †, 정진욱 ‡, 한종희§ 

 

Abstract 이 논문은 대형할인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홈플러스 취급품목들의 가격을 

종합한 가격지수를 홈플러스 점포별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홈플러스 가격지수의 분석 결과 51개 점포간 가격지수의 최대 편차는 약 

2.5%의 미미한 수준이며, 그 편차는 지역별 경쟁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는 홈에버 점포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고 이마트, 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이 

존재하는 경우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의 가격설정은 이마트와 인근 재래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심사대상지역의 

점포들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홈플러스의 가격은 이마트 및 

재래시장의 존재나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만 홈에버의 존재나 숫자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이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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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평적 기업결합은 피인수기업이 기존에 타 사업자들에 행사하던 

경쟁압력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결합은 관련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통한 생산비용 감소, 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synergy)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기업결합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인 바, 이를 경제학에서 “Williamson trade-off”라 

부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결합기업의 

여타 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이 증대되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이 전체적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는 2008 년 5 월 경쟁할인점인 홈에버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평적 기업결합을 행하였다.  

이 기업결합이 어떠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요소이다.  기업결합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의 구조와 업체간 경쟁양상 그리고 해당 기업결합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홈플러스/홈에버 결합 건과 관련된 시장의 특성은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면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유통환경면에서 차별화된 다수의 유통업체들이 

가격 중심의 경쟁을 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소매유통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1-1> 및 <표 1-2>와 같다.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대형할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아직 2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대형할인점 업계의 경우 업체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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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상당히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업체간 한계비용 및 

경쟁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국내 유통시장의 업태별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매출액  M/S 매출액  M/S 매출액  M/S 

백화점 17,161,664 10.6 18,117,992 10.9 18,701,924 10.9

대형할인점 24,192,791 15.0 26,241,970 15.8 28,945,405 16.8

수퍼마켓 10,993,481 6.8 11,313,154 6.8 11,839,379 6.9

편의점 3,965,136 2.5 4,276,977 2.6 4,750,634 2.8

기타무점포판매점 12,566,922 7.8 12,443,056 7.5 12,413,393 7.2

기타종합소매점 7,645,578 4.7 8,002,133 4.8 7,728,886 4.5

사이버쇼핑몰 5,201,767 3.2 7,232,458 4.3 8,873,643 5.2

중소유통(재래시장) 79,600,000 49.3 78,800,000 47.3 79,000,000 45.9

합계 161,327,339 100.0 166,427,740 100.0 172,253,264 100.0
주 1: 통계청 자료, 단, 중소유통(재래시장 포함)의 2006 년, 2007 년 매출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예측치. 
주 2: 백화점, 기타 무점포판매점, 기타종합소매점, 사이버쇼핑몰의 식료품 및 일용 소비자용품 
매출액만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표 1-2> 대형할인점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매출액 M/S 매출액 M/S 매출액 M/S 

이마트 

(신세계마트 포함)
7,341,478 30.3 8,086,634 30.8 8,468,391 29.3 

홈플러스 3,568,443 14.8 4,004,265 15.3 4,458,589 15.4 

롯데마트 2,903,087 12.0 3,336,924 12.7 3,805,319 13.1 

홈에버 1,667,898  6.9 1,337,600  5.1 1,576,725  5.4 

GS 마트 559,607  2.3 571,002  2.2 573,924  2.0 

메가마트 638,091  2.6 596,199  2.3 573,532  2.0 

기타 7,514,187 31.1 8,309,346 31.7 9,488,925 32.8 

합 계 24,192,791 100.0 26,241,970 100.0 28,945,405 100.0
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56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본 결합 건은 대형할인점 2 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4 위 업체인 홈에버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후생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홈에버가 

홈플러스로 대체됨에 따라 시장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후생효과의 가능한 

패턴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결합 당사기업의 가격이 결합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이다.  가격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하는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결합 당사기업들은 결합 후 가격을 

높일 유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두 경쟁기업이 결합함으로써 가격인상에 

대응한 고객들의 구매전환의 일부가 결합 파트너 기업으로 내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격인상 유인의 존재 유무 및 그 정도는 결합 전에 두 

업체가 얼마나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한편,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결합에 의한 가격인상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격인상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결합 후에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기업들 모두의 가변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1 

 

 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결합 당사기업들의 가격변화가 여타 

업체들의 가격설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격경쟁 중심의 과점시장에서 

경쟁업체들간의 전략적 보완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을 고려할 때, 결합기업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타 업체들의 가격도 상승(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결합이 얼마나 많은 고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결합이 업체들간 담합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rrell and Shaprio (1990), Motta (2004), Whinston (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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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본 결합 건의 후생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결합 당사기업들 간의 결합전 경쟁관계 유무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결합 전에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들이 결합 전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결합으로 인한 가변비용 또는 

고정비용의 절감효과가 존재한다면 결합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이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의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2. 소매유통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의 후생효과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시장을 정확하게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관련시장 획정이 

결합기업과 유의미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련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는 경우, 즉 일부 유의미한 경쟁 

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제외된 경우, 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될 것인 바, 부정확한 시장획정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관련시장이란 결합기업과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1982 년 

미국의 "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 도입된 SSNIP 검증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가상적 독점기업"이 "작지만 유의미한 비일시적 가격인상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을 통해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소의 상품군 및 거래지역으로 정의된다.  대개 작지만 의미있는 가격인상폭은 

5-10%, 그리고 인상된 가격이 유지되는 비일시적 기간은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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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2007.12.20)은 관련 상품 및 

지역시장을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로 규정하고 

거래대상(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 그리고 거래지역(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하고 있다. 

 

2.1 상품시장 획정 

 

앞서 우리는 시장획정 방법론으로서 SSNIP 검증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소매업체간 결합의 경우 SSNIP 검증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엄밀한 SSNIP 검증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유통업태/업체별 선호체계 및 그 분포를 알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 내에서 SSNIP 검증의 원칙을 적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결합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상품군을 하나의 가상적인 제품(hypothetical 

composite good)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가상적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있는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결합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군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여타 "제품의 범위"와 "유통형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과 동일하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결합기업과 유사한 제품군을 유사한 유통환경 

하에서 제공하는 여타 대형할인점들이 될 것이다.  물론 대형할인점 간에도 

취급제품 및 유통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별성은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대상은 유통환경 측면에서 대형할인점과 

차이가 있지만 제품군별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 유통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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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백화점, 수퍼마켓, 전문점, 온라인쇼핑몰, 재래시장, 

편의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대형할인점과 다른 유통채널간 경쟁관계의 

유무와 정도는 소비자가 제품의 직접적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과 쇼핑의 편리성 

등 다른 요인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유통채널간의 경쟁관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환경의 

차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개념을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소비자 구매패턴, 소비자 

설문조사, 업계의 인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할인점이 여타 유통채널과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론이 적용된 대표적 예로 미국의 Staples/Office Depot 결합 

건을 들 수 있다. 2   미국 법원은 FTC 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상품시장을 

“오피스 수퍼스토어라는 유통경로를 통한 소모성 사무용품 판매(the sale of 

consumable office supplies through office superstores)”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업계의 인식과 더불어 OSS 가 외양, 규모, 취급상품의 수와 다양성, 대상 고객층, 

가격 등에 있어 다른 사무용품 판매자들과 구별된다는 다양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 3   이는 상품시장 획정에 있어 유통채널간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으로 물리적으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2005 년 Tesco-Carrefour 결합사건에서 EU 위원회는 상품시장을 

“수퍼마켓, 대형할인점, 할인매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일상 소비재의 소매(the retail 

of daily consumer goods mainly carried out by retail outlets such as supermarkets, 

hypermarkets and discount chains)”로 획정하였다.  여기서 일상 소비재란 가정에서의 

지속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가구 등 비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lkir and Warren-Boulton (2004), Baker (1999), Balto (2001) 등 참조. 
3 이에 반해 결합기업들은 관련 상품시장을 모든 유통경로를 통한 “사무용품 판매 전체(the overall 
sale of office products)”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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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Competition Commission 은 2003 년 Safeway 결합심사에서 “1,400m2 

이상 크기를 가진 수퍼마켓에서 구매하는 grocery 원스톱 쇼핑”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여기서 grocery 란 식품, 음료, 세제, 화장품(비누, 치약 등 세면용품 

포함), 가정용품 등을 말하며, 석유, 의류, DIY, 신문/잡지, 비디오, CD, 담배,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품시장 획정은 2000 년 Competition 

Commission 의 보고서("Supermarkets: A report on the supply of groceries from multiple 

stores in the United Kingdom")에서 정의한 원스톱 쇼핑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소비자 구매행태를 1 주일 동안 필요한 grocery 의 대부분을 한 곳에서 

한 번에 구매하는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과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구매하는 2 차 쇼핑(secondary shopping 또는 top-up shopp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마트/월마트 결합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 의결 

제 2006-264)는 법·제도적 측면과 가격, 상품구색, 매장규모, 이용 편이성, 

소비자인식 등에 있어 할인점이 다른 유통업태와 구별된다는 점을 들어 관련 

상품시장을 “3000m2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one-stop 

shopping 이 가능한 다양한 구색의 일상 소비용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태인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기능적으로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유통환경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별개의 시장에 속한 것으로 보는 소위 부분시장(submarket)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한 것으로 동일한 대형할인점 업체간의 

결합에 대한 EU 위원회 및 영국 Competition Commission 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건과 관련된 상품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홈플러스와 홈에버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의 판매가 

대형할인점 외의 다른 유통채널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유통채널과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여러 사례를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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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대형할인점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장조사업체인 TNS 에 의뢰하여 최근 3 개월 

동안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1000 명의 소비자들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통채널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홈플러스로부터 얻은 각종 소비자행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첫째,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해 

대형할인점의 이용빈도가 낮고 일괄구매의 편리성에 대해 느끼는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대형할인점뿐 

아니라 여타 유통채널과 병행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SSNIP 검증의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관련 상품시장이 대형할인점들로만 국한될 수는 없다. 5 

따라서, 본 결합건과 관련된 상품시장은 수퍼마켓, 재래시장, 전문점, 온라인쇼핑,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통채널까지 포함하여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지리적 시장 획정 

 

 일반적으로 소매유통에서는 이동비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업체간 

구매전환에 어느 정도 지리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흔히 분석대상 점포의 

SSNIP 에 대응한 소비자들의 구매전환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파악해 이를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2003 년 Safeway 

                                            
4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에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

다. 
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할인점의 가격이 평균

적으로 5% 인상될 때 소비자들의 유통채널 전환율과 개별 소비자의 대형할인점 1회 방문시 평균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5% 가격인상에 따른 대형할인점 매출액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임계손실분석에 의거하여 단위당 매출원가 대비 판매가격 비율이 1.03보다 
큰 경우 5% 가격인상에 따라 대형할인점의 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국은행의 국내 대형할인점의 영업이익율 자료에 따르면 실제 매출원가 대비 판매가격 비율은 대

략 1.12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위의 임계치인 1.03를 능가하는 것으로 결국 대형할인점을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할 수 없으며 다른 유통채널들을 관련 상품시장에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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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사건에서 영국 경쟁당국은 관련 지리적 시장을 분석대상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도시지역은 자동차 운전 거리 10 분, 시골지역은 15 분)내의 

지역으로 획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월마트 결합사건에서 “중첩원의 

합집합(a union of overlapping circles)”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리적 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이는 분석대상 점포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경우 반경 5km, 그 외 지방의 

경우 반경 10km 의 원을 그린 뒤 다시 그 속에 있는 모든 할인점을 중심으로 

동일 반경의 원을 그린 다음 중첩원에 포함된 지역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업체가 획정한 지역 단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점포별 

차별화 가격정책(local pricing)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설정이 해당지역의 

경쟁업체들에 의해 유의하게 제약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만약 해당 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거리에 근거한 위와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지역의 제한, 지역별 경쟁상황의 차이 등으로 

가격차별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지역별 가격차별을 행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고객들의 구매전환의 지역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전국적 다점포 소매업체가 점포별 local pricing 을 하지 않을 경제적 

또는 사업상 이유는 많다.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와 다양한 소매업체가 

밀집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지역단위의 점포별 가격차별 자체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격차별이 가능하더라도 그 이득보다는 비용(점포별 가격설정을 

위한 시장조사 및 관리비용, 전국적 사업자로서의 평판 손상 등)이 클 가능성이 

많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업적 판단은 해당 업체의 실제 가격정책과 양상에 

반영되어 있는바, 홈플러스의 지역/점포별 가격책정 여부는 전적으로 실증의 

문제이다. 

 

본건과 같은 다점포 소매업체들의 결합에 대한 심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실제 가격책정방침과 양상을 파악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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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Staples 사건이다.  1997 년 4 월 미국 FTC 는 OSS(Office 

superstore) 1 위 업체인 Staples 의 2 위 업체(Office Depot) 인수에 대해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FTC 의 주장을 인용해 

예비금지명령을 발하였다.  FTC 의 법집행 및 법원 판결에 핵심 기반이 된 것이 

Staples 의 가격설정에 대한 FTC 의 계량경제분석이다.  FTC 는 Staples 가 행정적 

지역단위인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를 하나의 ‘price zone’(동일･유사 가격을 

설정하는 지역 단위) 6 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회사 내부문서 등에 의거해 

MSA 를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요컨대,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유통기업들의 결합사건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는 관련 기업의 가격책정 정책과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합기업의 실제 가격책정을 무시한 채 소비자들의 구매전환의 지역적 제한에만 

근거해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의 경쟁상황과 이에 대응한 사업자들의 경쟁전략은 

사업자들의 가격책정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관련업체의 실제 

가격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본 결합건의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에 매우 유용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본 기업결합의 인수기업인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점포별 가격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전국단일가격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는 전 품목군에 걸쳐 6,000 여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마트 4 개점, 

롯데마트 1 개점, 홈에버 1 개점과 가격을 비교(이마트는 주 1 회, 롯데마트와 

홈에버는 격주 1 회)하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점포 4 개점에 판매되는 가격에서 

mode (최빈값)나 median (중간값)을 선정, 홈플러스 판매가격이 이마트 

판매가격보다 3 주 이상 높게 설정된 품목을 골라 이마트 판매가격에 맞추어 

                                            
6 A price zone is a geographic area within which all of a chain's stores charge the same or similar prices. FTC v. 
Staples, 970 F. Supp. at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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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점포의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한다.  단, 롯데마트와 홈에버의 경우 대부분의 

가격이 홈플러스보다 높아 이들의 가격자료는 참고만 할 뿐 실제 가격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농축산품 등 특정 상품군에 대해 전문업체, 

재래시장 등과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나로클럽과 

농산품 100 여 개 상품을 주 1 회 (양재는 주 2 회, 김해, 군위, 청주는 주 1 회), 

코스트코와 축산물 17 개 상품을 주 1 회, 메가마트와 수산물 23 개 상품을 주 

1 회, 재래시장(경동시장, 부천 북부시장, 황성 5 일장, 오정동시장, 수암시장, 

관문시장, 수영팔도시장, 말바우시장)과 농산물 100 여 개 상품을 격주로 1 회, 

탑마트와 신선식품 및 grocery 600 여 개 상품을 월 1 회, 인터넷 쇼핑몰과 

유아용품 80 여 개 상품을 주 1 회 가격비교하고 있다. 

 

 한편, 100 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지정된 경쟁점포와 가격비교를 

통해 가격을 점포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점포의 가격비교 

대상점포는 종종 변경되는데, 홈플러스 점포들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이마트가 

비교대상 점포가 되어 있으며 홈에버 점포가 비교대상인 홈플러스 점포는 

3 개(홈플러스 영통점, 칠곡점, 동청주점)에 불과하다.  해당품목은 지역별 특색에 

따른 상품구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변경되며, 예상보다 매출실적이 낮은 점포, 

신규개설 점포, 경쟁점포가 새로 진입한 지역의 점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격조정품목의 수를 더 확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local pricing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 년의 경우 약 3.8%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3. 홈플러스/홈에버 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결합전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의 

경쟁관계 유무와 정도, 결합전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한계비용 차이에 의한 

결합의 효율성증대 효과와 이에 따른 경쟁촉진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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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올바로 

획정된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 기초하여 결합 전의 시장균형과 결합 후의 

시장균형을 비교하는 ‘균형분석(equilibrium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해야 함은 

물론 모든 참여기업의 비용조건에 대한 세부적 정보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본건과 관련된 소매유통의 경우 취급제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소비자 

수요가 유통환경이라는 측정 곤란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수요함수의 추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기업의 

비용내역을 알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분석의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계량분석이 널리 사용되는데, 계량분석 결과가 기타 

증거자료와 보완적으로 사용된다면 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계량분석의 유용성이 부각된 뚜렷한 

예가 앞서 소개한 Staples 와 Office Depot 의 결합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FTC 는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Staples 점포별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이것이 

각 지역시장 내의 타 OSS 업체 및 비 OSS 업체의 존재 여부와 숫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분석결과와 Staples 의 실제적 가격정책 증거에 의거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고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였다.  Staples 와 Office Depot 결합의 

효과와 관련한 계량분석은 Ashenfelter, et al (2006), Baker (1999), Warren-Boulton and 

Dalkir (2001)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결합건의 경우에도 Staples/Office Depot 사례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의 

다수 품목들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대표성을 지닌 가격지수(Price 

Index)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홈플러스와 타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결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건과 관련된 유통시장은 차별화된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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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업체들이 주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장 균형가격은 

기업들의 가격설정을 둘러싼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는 관련기업의 구체적 가격정책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본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홈플러스의 

가격정책에 따라 전체 품목과 점포별 가격조정(local pricing)품목을 구분하여 

경쟁제한성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3.1. 가격지수의 산출 

 

 Hausman (1996)이 처음 사용하고 Staples 사건에서 미국 FTC 가 적용한 

방법을 따라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를 산정한다.  먼저, 분석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2007 년 3 월 이전에 개점한 51 개 홈플러스 점포에서 판매하는 

품목(SKU) 중 매출액 순위 1 위에서 50,000 위까지의 품목목록을 인출하고, 이 중 

전 점포에서 12 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1 년 내내 매달 전 점포에서 판매된) 

품목을 선별한다.  이러한 품목 수는 총 1,085 개이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이다.  12 개월 내내 판매된 품목들만 분석할 경우 혹시라도 품목 

수가 적어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전 점포에서 9 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품목들을 선별해 별도의 가격지수를 산정한다.  전 점포에서 

9 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수는 총 3,072 개이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이다.7 

 

<표 3-1> 분석대상 품목수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품목수 신선식품 
식품 

그로서리 
비식품 

그로서리
생활용품

스포츠

레져 
의류 가전 매출액 

전체 
1,487,013 936,009 734,917 387,223 248,037 614,609 717,624 

5,125,432
29.0% 18.3% 14.3% 7.6% 4.8% 12.0% 14.0% 

                                            
7 9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의 경우에는 특정월에 판매가 되지 않아 가격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결측치(missing cells)에는 보간법(interpolation) 및 보외법(extrapolation)을 사용하여 
그 가격을 채워 넣었다. 즉, 양쪽(前月과 後月)에 관측치가 존재하는 결측치는 전월의 가격과 후

월의 가격을 평균내어 보간하였으며, 한쪽(전월 혹은 후월)에만 관측치가 있는 결측치는 인접월의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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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월 3,072 
185,879 454,236 220,316 46,347 1,023 883 4,660 913,344

20.4% 49.7% 24.1% 5.1% 0.1% 0.1% 0.5% (17.8%)

12 개월 1,085 
71,132 306,364 102,148 6,944 0 0 82 486,670 

14.6% 63.0% 21.0% 1.4% 0.0% 0.0% 0.0% (9.5%)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 품목을 7 개의 

품목부류(신선식품, 식품 grocery, 비식품 grocery, 생활용품, 스포츠레저, 의류, 

가전)로 구분하여 각 품목부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격지수를 산출한다.8 

 

점포 i 의 시점 t 에서의 품목부류 k 의 가격지수:  

 

여기서, pitj 는 i 점포에서 t 시점에 판매한 j 품목의 평균가격(매출액/매출량)이며, 

이 품목의 가격에 부여된 가중치 는 k 품목부류 내에서의 품목 j 의 비중, 즉 

전 점포의 k 품목부류 판매량에서 j 품목이 차지하는 수량 비중으로서, 점포(i)와 

시점(t)에 관계없이 일정 값을 가진다. 

 

 이제 각 품목부류에 대해 도출된 가격지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각 

점포의 월별 가격지수를 구한다. 

 

점포 i 의 시점 t 에서의 가격지수:  

 

여기서 는 i 점포의 t 시점에서의 품목부류 k 의 가격지수이며, 품목부류 k 의 

가중치 wk 는 전 점포의 판매액에서 품목부류 k 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점포(i)와 시점(t)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9 

                                            
8 사실 Staples-Office Depot 사례에서는 품목이 가격민감도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

었으므로 가격지수도 그와 같은 방식의 품목분류에 따라 산출되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경우에

는 그러한 가격민감도에 따른 안정적 품목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상품의 성격에 따라 품목을 분

류하였다.  대형할인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의 성격에 따라 1단계

로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2단계에서 점포별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9 가격지수의 산출에 사용되는 가중치가 점포 및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으면, 점포별 혹은 

시기별 수요패턴의 차이가 마치 판매가격의 차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포별 

판매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면, 실제 판매가격이 완전히 동일한 두 점포라도, 비싼 상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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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격지수 비교 및 시사점 
 

 홈플러스 각 점포별 평균 가격지수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12개월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1085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격지수(이하 12개월 

품목지수라 함)의 점포간 최대편차는 2.54%의 미미한 수준으로 홈플러스의 

전국단일가격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discount coupon)의 사용 등으로 인해 전국단일가 정책하에서도 

가격지수는 점포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10   137개 점포별 

가격조정(local pricing)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편차는 3.66%에 불과하다. 11   9개월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3072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격지수(이하 9개월 

품목지수라 함)도 12개월 품목지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3-2> 홈플러스 점포별 평균 가격지수 

12 개월 품목지수 (1085 개)  9 개월 품목지수 (3072 개)  

 전체 
Local Pricing

(137 개) 
 전체 

Local Pricing
(180 개) 

편차 2.54 3.66  편차 2.44 5.28 

최대값 100.76 101.11  최대값 100.80 102.10  

최소값 98.26 97.54  최소값 98.40 96.98  

동대문점 100.76 100.96  간석점 100.80 102.10  

C)거제점 100.65 100.95  C)거제점 100.64 101.31  

영통점 100.63 100.93  동대문점 100.56 100.57  

간석점 100.62 101.11 김포점 100.48 100.99 

의정부점 100.53 100.85  부천상동점 100.46 100.96  

청주점 100.53 100.81  의정부점 100.46 100.81  

C)김제점 100.48 100.58  칠곡점 100.45 101.32  

                                                                                                                                        

팔리는 점포의 가격지수가 싼 상품이 많이 팔리는 점포의 가격지수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런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Hausman (1996) 이 제안한 가격지수는 점포별, 시기별로 일정한 가중

치를 사용한다. 
10 홈플러스 내부 자료에 의하면, 할인행사 등 각종 판촉활동은 모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점포가 독자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국적

으로 동일한 할인쿠폰이 발행되더라도 점포별로 쿠폰사용량이 다를 경우에는 최종 판매가는 점포

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점포별 가격지수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점포간 가

격지수 최대편차가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이 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최대편차 = 100*(최고가격지수-최저가격지수)/최저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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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점 100.44 100.86  영통점 100.44 100.59  

C)부천소사점 100.43 100.80  울산점 100.43 101.57  

동수원점 100.40 100.53  C)부천소사점 100.40 101.09  

김해점 100.33 100.50  동수원점 100.35 100.27  

북수원점 100.33 100.38  북수원점 100.35 100.37  

C)안산선부점 100.32 100.56  청주점 100.34 100.46  

동광주점 100.27 100.48  영등포점 100.33 100.63  

울산남구점 100.25 100.52  김해점 100.30 100.65  

C)동청주점 100.21 100.42  동광주점 100.27 100.61  

김포점 100.19 100.25  가좌점 100.27 100.66  

부천상동점 100.19 100.36  울산남구점 100.27 100.76  

칠곡점 100.18 100.42  작전점 100.23 100.37  

동대전점 100.16 100.17  가야점 100.22 100.58  

금천점 100.15 100.16  C)김제점 100.18 100.24  

C)남대구점 100.15 100.45  금천점 100.17 100.12  

아시아드점 100.10 100.19  아시아드점 100.12 100.42  

창원점 100.09 100.47  C)서면점 100.06 100.52  

영등포점 100.09 100.05  C)경주점 100.04 99.33  

가야점 100.09 100.15  창원점 100.03 100.46  

성서점 100.03 100.14  C)동청주점 100.01 100.11  

C)서면점 100.00 100.03  동대전점 99.99 99.79  

C)서귀포점 99.95 99.91  C)안산선부점 99.97 99.75  

울산점 99.95 100.33  C)남대구점 99.97 99.96  

C)부산감만점 99.93 99.92  C)신내점 99.90 99.38  

C)신내점 99.92 99.64  순천점 99.88 100.16  

대전둔산점 99.88 99.89  성서점 99.87 99.59  

C)동김해점 99.86 99.24  안산점 99.87 99.76  

C)영도점 99.85 99.52  센텀시티점 99.84 99.73  

작전점 99.83 99.56  C)부산감만점 99.83 99.87  

안산점 99.82 99.78  C)영도점 99.82 99.43  

C)경주점 99.81 98.94  서부산점 99.78 99.93  

순천점 99.74 99.79  마산점 99.76 99.58  

센텀시티점 99.72 99.50  C)동김해점 99.73 98.90  

시화점 99.70 99.65  대전둔산점 99.72 99.38  

대구점 99.69 99.73  강서점 99.72 99.44  

서부산점 99.66 99.56  시화점 99.71 99.55  

마산점 99.64 99.50  C)서귀포점 99.65 99.17  

강서점 99.61 99.54  C)밀양점 99.48 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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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점 99.58 99.68  대구점 99.42 98.80  

C)삼척점 99.41 99.04  C)삼척점 99.42 98.96  

C)밀양점 99.31 98.51  C)광양점 99.32 97.91  

C)광양점 99.22 98.30  동래점 99.29 98.87  

익산점 99.03 98.81  익산점 98.98 98.63  

구미점 98.26 97.54  구미점 98.40 96.98  

 

 

 지역별 경쟁 할인점 수와 홈플러스 가격지수 비교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아래의 <표 3-3> 및 <그림 3-1>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월마트 결합사건에서 적용한 “중첩원의 합집합(a union of overlapping 

circles)” 접근법을 이용하여 획정한 지역단위별 경쟁 할인점 수를 기준으로 51 개 

홈플러스 점포를 분류하고 해당 지역별로 산출된 평균가격지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홈플러스 가격지수는 지역단위 내에 3 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쟁 할인점 수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가 지역별 집중도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다.  특히, 두 가격지수 모두에 있어 홈플러스가 지역내 

독점사업자인 경우의 가격지수가 경쟁업체 수가 많은 경우의 가격지수보다도 

훨씬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2 개월 전제품목 지수를 보면 

홈플러스가 지역내 독점일 경우(99.92)보다 경쟁업체 수가 12 개인 경우(100.14)가 

오히려 높다.  이러한 현상은 9 개월 품목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local pricing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결합에 의해 특정 지역의 

집중도 상승이 반드시 그 지역의 가격인상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지리적 시장획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local pricing 품목의 가격은 지역별 경쟁업체 수뿐 아니라 

소득수준, 인구밀도, 경쟁업체의 지리적 분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에서 계량분석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가격지수와 경쟁업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표 3-3> 중첩원의 합집합 기준으로 획정한 지역 내 경쟁할인점 수와 가격지수 

경쟁 해당지역내 평균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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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수 

홈플러스 
점포 수 

12 개월 품목지수 (1085 개) 9 개월 품목지수 (3072 개) 

전체 
Local Pricing

(137 개) 
전체 

Local Pricing
(180 개) 

0 4 99.92 99.59  99.91  99.52  

1 3 99.98 99.76  100.05 99.94  

2 7 99.58 99.41  99.58  99.28  

3 1 99.93 99.92  99.83  99.87  

4 4 100.24 100.32  100.28 100.54  

5 6 100.07 100.07  100.04 100.09  

6 6 99.97 100.10  99.84  99.80  

7 9 100.12 100.18  100.08 100.01  

8 6 100.14 100.35  100.12 100.35  

9 2 100.13 100.31  100.28 100.84  

11 1 99.83 99.56  100.23 100.37  

12 2 100.14 100.21  100.40 100.80  

 

 

 

 

 

 

 

 

 

 

 

 

 

 

[그림 3-1] 중첩원의 합집합 기준으로 획정한 지역 내 경쟁할인점 수와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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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산출된 홈플러스 가격지수의 변화가 어떤 업체와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경쟁업체의 존재 여부에 따른 가격지수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가 <표 3-4>에 나와 있다.  먼저 전체 지역의 경우에 이마트,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 수퍼마켓의 존재가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중심사대상지역12의 경우도 이마트와 대형수퍼마켓이 두 가격지수 

모두에 있어 홈플러스의 가격책정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9 개월 

품목지수의 경우 재래시장과 백화점도 그 정도는 미약하나 홈플러스의 

가격지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에버, 롯데마트, 백화점의 존재는 

대부분의 경우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사실은 

본 결합 건의 피인수대상인 홈에버의 경우 단 하나의 예외없이 전체적으로 

홈플러스의 가격책정을 제약하지 않거나 오히려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홈에버의 존재로 인해 

홈플러스 가격이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여기서 집중심사대상지역은 상품시장을 대형할인점으로 국한하고 지역시장은 피인수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km (지방의 경우 반경10km) 1회 중첩원의 합집합으로 획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7조4항)에 의거하여 법률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즉 결합 후 결합기업의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결합 후 점유율이 1위이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며 1위 업체와 2위 업체간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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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한 가격지수 비교가 홈플러스와 

유의미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식별하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관련시장에서 업체간 전반적인 경쟁구도를 보여주는 1 차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3-4> 경쟁업체별 존재 여부에 따른 홈플러스 가격지수 변화 

 

전체지역 집중심사대상지역 

12 개월 품목지수 
(1085 개)  

9 개월 품목지수 
(3072 개)  

12 개월 품목지수 
(1085 개)  

9 개월 품목지수 
(3072 개)  

전체 
Local 

Pricing 
전체 

Local 
Pricing 

전체 
Local 

Pricing 
전체 

Local 
Pricing 

이마트         

경쟁점 있음 99.98 100.04 99.98 100.04 99.98 100.01 99.97 100.01 
경쟁점 없음 100.07 99.88 100.06 99.88 100.15 100.16 100.15 100.20 

존재효과 -0.09 0.16 -0.08 0.16 -0.17 -0.15 -0.18 -0.19 
홈에버         

경쟁점 있음 100.09 100.19 100.12 100.28 100.01 100.06 100.04 100.13 
경쟁점 없음 99.95 99.89 99.93 99.85 100.01 100.01 99.97 99.95 

존재효과 0.15 0.30 0.18 0.43 0.00 0.05 0.07 0.18 
롯데마트         

경쟁점 있음 100.05 100.10 100.07 100.16 100.18 100.24 100.16 100.18 
경쟁점 없음 99.96 99.91 99.94 99.86 99.90 99.90 99.91 99.96 

존재효과 0.09 0.20 0.13 0.30 0.27 0.34 0.25 0.22 
재래시장         

경쟁점 있음 99.97 99.95 99.96 99.93 100.02 100.04 99.99 100.02 
경쟁점 없음 100.06 100.09 100.08 100.12 100.01 100.04 100.03 100.07 

존재효과 -0.10 -0.14 -0.12 -0.19 0.01 0.00 -0.04 -0.05 
대형수퍼마켓         
경쟁점 있음 99.96 99.87 99.97 99.91 99.98 99.98 99.98 100.03 
경쟁점 없음 100.03 100.10 100.02 100.07 100.04 100.08 100.04 100.06 

존재효과 -0.07 -0.22 -0.05 -0.15 -0.06 -0.10 -0.06 -0.03 
백화점         

경쟁점 있음 100.10 100.22 100.09 100.21 100.03 100.07 100.01 100.01 
경쟁점 없음 99.79 99.56 99.81 99.57 99.90 99.83 100.02 100.23 

존재효과 0.31 0.65 0.28 0.64 0.14 0.24 -0.01 -0.21 

 

 

3.3. 홈플러스의 가격설정에 대한 회귀분석 
 

 이제 앞에서 소개한 Staples-Office Depot 결합사건에서 미국 FTC가 사용한 

회귀분석과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위 방식으로 획정된 지역별 경쟁상황이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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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t 는 홈플러스 i 점포의 t 시점(t 번째 월)에서의 가격지수이고, i 는 

홈플러스 i 점포의 특수성 혹은 ‘고유효과 (store-specific effect)’ 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고유효과는 해당 점포가 갖는 ‘변함없는’ 특성들 중에서 측정되기 

어려운 요인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점포위치의 좋고 나쁨, 고객의 충성도, 

임대료나 인건비 등 해당점포의 고유한 비용요인(cost factor) 등의 특성들이 

고유효과에 포함되는데, 이 고유효과는 일반적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나, 각각의 

점포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만드는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하면 점포별 고유효과를 식별하여 추정할 수 있다.   

 

 Dmit 는 인근에 경쟁점포가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서, 만일 경쟁업체인 m 점포가 t 시점에 홈플러스 i 점포 인근에 

존재하면 0, 존재하지 않으면 1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그 계수인 1m 은 m 

경쟁점포가 인근에 없을 때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가 몇 %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낸다. 13   ‘인근지역’의 정의로는 공정위 기준(대도시나 수도권은 5km, 

중소도시 등은 10km)을 사용하였으며, 지역 내의 경쟁점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킴스클럽(아웃렛2001 포함), 기타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등으로 구분하였다. 

 

 Storemit 는 t 시점에 홈플러스 i 점포 인근에 존재하는 m 경쟁업체의 수를 

나타낸다. 14   따라서, 그 계수인 2m 은 m 인근에 경쟁점포가 1% 증가할 때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가 몇 %나 상승하는지의 ‘탄력성(elasticity)’을 나타낸다.  

또, Dt 는 각 월별 ‘기간효과 (time effect)’ 를 추정하기 위한 가변수(dummy 

variable)로서, 해당 자료가 t 시점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13 회귀분석의 종속변수가 log(pit) 인데, log 변동은 % 변동으로 근사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14 Staples-Office Depot 사건의 FTC 계량경제분석에서 적용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근에 경

쟁점포가 없어 Storemit = 0 일 경우에는 log(Storemit) 를 0으로 놓았다.  이는 Storemit = 0 일 경우와 
Storemit = 1 일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법론 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이나, 선행연

구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통을 수용하였다.  대안으로 log 를 취하지 않은 Storemit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모형도 이 연구는 적용해 보았으나,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Shin, K.-S, Jeong, J., Hahn, J.-H. (2010) / JETEM 21(3) / 54-90

75



 

따라서, 그 계수인 t 는 t 월의 가격지수가 다른 달들에 비해 몇 %나 높은지를 

나타낸다 

 

 이 분석은 2007년 3월 – 2008년 2월 (12개월) 사이의 홈플러스 51개점 

가격지수 자료 및 인근 경쟁점 현황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하여 위 모형을 

추정한다.  따라서, 자료의 수는 612개(51점12개월)가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지수는 다음의 두 가지 품목군(品目群)으로부터 산출되었다. 

 

①  이 기간 중 12개월 내내 하나라도 판매된 품목의 월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산출 (총 1,085 품목) 

②  이 기간 중 9개월 이상 하나라도 판매된 품목의 월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산출 (총 3,072 품목) 

 

 분석은 주로 첫번째 품목군에서 산출된 가격지수를 대상으로 하나, 

보완적으로 9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군에서 산출된 가격지수도 비교분석한다.  

각각의 품목군에 대하여 다음 두 종류의 가격지수가 산출되었다. 

 

①  전체가격지수 (price index from all items): 자료에 포함된 모든 

품목으로부터 산출한 가격지수 

②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 (price index from local pricing items): 

3장에서 설명한 ‘점포별 가격조정 품목,’ 즉 경쟁점포와의 가격비교를 

통하여 각 점포가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품목들만으로 

산출한 가격지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다음과 같다. 

 

<표 3-5>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료수 

12 개월 월평균 전체가격지수 100.000016 1.321122 95.42 102.94 612 

9 개월 월평균 전체가격지수 100.000016 1.233072 96.41 102.80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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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월 월평균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 

99.999935 1.465092 94.05 103.00 612 

9 개월 월평균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 

99.999804 1.765624 93.93 105.48 612 

인근지역 홈플러스 숫자 (HP) 0.714052 0.713397   0 3 612 

인근지역 이마트 숫자 (EM) 1.372549 1.029085 0 4 612 

인근지역 롯데마트 숫자 (LM) 0.691176 0.839523 0 3 612 

인근지역 홈에버 숫자 (HE) 0.377451 0.533354 0 2 612 

인근지역 킴스클럽 숫자 (KO) 0.411765 0.691585 0 2 612 

인근지역 기타할인점 숫자 (HYP) 1.588235 1.431602 0 5 612 

인근지역 재래시장 숫자 (MRK) 0.823529 0.785446 0 3 612 

인근지역 수퍼마켓 숫자 (SPR) 0.529412 0.696579 0 3 612 

인근지역 백화점 숫자 (DEPT) 1.627451 1.585046 0 7 612 

인근지역 홈플러스 부재 여부 0.426471   0.494968   0 1 612 

인근지역 이마트 부재 여부 0.235294 0.424529 0 1 612 

인근지역 롯데마트 부재 여부 0.529412 0.499542 0 1 612 

인근지역 홈에버 부재 여부 0.647059 0.478276 0 1 612 

인근지역 킴스클럽 부재 여부 0.705882 0.456018 0 1 612 

인근지역 기타할인점 부재 여부 0.313725 0.464386 0 1 612 

인근지역 재래시장 부재 여부 0.352941 0.478276 0 1 612 

인근지역 수퍼마켓 부재 여부 0.568627 0.495673 0 1 612 

인근지역 백화점 부재 여부 0.333333 0.47179 0 1 612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할 때, 각 점포별 고유효과 (store-specific 

effects)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각 점포별 고유효과가 ‘미리 정해진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것이고, 확률효과모형은 각 점포별 고유효과가 ‘특정한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확률적인 값’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것이다.15  본 분석에서는 회귀모형에 사용된 다른 설명변수들, 

즉 Dmit 나 Storemit 등 경쟁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값이 관측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정효과모형으로는 점포별 고유효과를 

                                            
15 고정효과든 확률효과든 각 점포별 고유효과는 관측기간 내내 동일한 값을 갖게 되므로 현실적

으로 그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다.  두 모형의 차이는 고유효과의 본질적 발생과정 (data 
generation process)에 관한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고유효과가 회귀모형의 다른 설명변수와 독립적

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추정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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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은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위 회귀식을 

추정한다. 

 

 확률효과모형으로 패널자료를 추정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점은 

점포별 고유 확률효과가 회귀모형의 다른 설명변수들과 독립적인지의 여부이다.  

만일 고유효과와 설명변수들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모형 

추정치들은 편의(bias)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 추정치와 

확률효과모형 추정치를 비교하는 하우즈만 검정 (Hausman Test)을 이용하여 이 

독립성을 검정하곤 하는데, 본 분석의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이 아예 

불가능하므로 하우즈만 검정 또한 불가능하다.  본 분석의 설명변수가 

인근지역의 경쟁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각 점포별 

고유효과가 경쟁상황을 변화시키는 소위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존재할 

여지가 있으나, 문제는 이런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이다.  

 

하우즈만 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의 경쟁현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동일한 

패널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추정에 사용된 자료가 2007년 3월–2008년 2월이므로, 

관측기간 중의 각 점포별 고유효과가 ‘사전에 결정된 (pre-determined)’ 2007년 

3월의 경쟁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2007년 3월의 

경쟁현황과 그 이후 1년 간의 경쟁현황은 매우 유사하므로 추정결과 역시 

비슷해야 한다.  만일 2007년 3월의 경쟁상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과 

2007년 3월–2008년 2월 사이의 경쟁상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확률효과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편의(bias)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부록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2007년 3월의 ‘사전에 결정된 (pre-determined)’ 

경쟁상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과 2007년 3월 – 2008년 2월 사이의 ‘동시에 

결정된 (contemporary)’ 경쟁상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거의 

비슷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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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고유확률효과가 설명변수들과 독립적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16 

 

 식 (1)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홈플러스의 전체 가격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경쟁상황이 홈플러스 전체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12 개월 판매품목 9 개월 판매품목

3 월 대비 4 월 효과 -0.0008 (0.13) -0.0022 (0.00)
3 월 대비 5 월 효과 0.0164 (0.00) 0.0149 (0.00)
3 월 대비 6 월 효과 0.0107 (0.00) 0.0084 (0.00)
3 월 대비 7 월 효과 0.0179 (0.00) 0.0131 (0.00)
3 월 대비 8 월 효과 0.0204 (0.00) 0.0159 (0.00)
3 월 대비 9 월 효과 0.0267 (0.00) 0.0269 (0.00)

3 월 대비 10 월 효과 0.0313 (0.00) 0.0256 (0.00)
3 월 대비 11 월 효과 0.0170 (0.00) 0.0100 (0.00)
3 월 대비 12 월 효과 0.0246 (0.00) 0.0188 (0.00)
3 월 대비 1 월 효과 0.0309 (0.00) 0.0270 (0.00)
3 월 대비 2 월 효과 0.0427 (0.00) 0.0384 (0.00)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부재 여부 -0.0002 (0.87) -0.0003 (0.78)
유효 범위 내 이마트 부재 여부 0.0031 (0.05) 0.0028 (0.07)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부재 여부 0.0006 (0.68) 0.0007 (0.59)
유효 범위 내 홈에버 부재 여부 -0.0013 (0.28) -0.0014 (0.23)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부재 
여부 

0.0017 (0.31) 0.0015 (0.38)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부재 여부 0.0006 (0.68) 0.0001 (0.93)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부재 여부 -0.0014 (0.26) -0.0005 (0.71)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부재 여부 0.0006 (0.59) -0.0002 (0.86)
유효 범위 내 백화점 부재 여부 -0.0071 (0.00) -0.0048 (0.03)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점포 수 (자연로그) 0.0011 (0.51) -0.0005 (0.73)
유효 범위 내 이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37 (0.02) -0.0015 (0.33)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35 (0.08) 0.0051 (0.01)
유효 범위 내 홈에버 점포 수 (자연로그) -0.0025 (0.30) -0.0025 (0.24)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점포 
수 (자연로그) 

0.0041 (0.16) 0.0055 (0.05)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03 (0.85) 0.0003 (0.83)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점포 수 (자연로그) -0.0081 (0.00) -0.0068 (0.00)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점포 수 (자연로그) -0.0004 (0.86) 0.0007 (0.76)
유효 범위 내 백화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17 (0.25) -0.0014 (0.34)

상수항 4.5884 (0.00) 4.5901 (0.00)
주: 괄호 안은 P-value 

                                            
16 만일 고유확률효과가 설명변수들과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Hausman and Taylor (1981) 의 추

정법을 적용하여 확률효과모형의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s)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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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제시된 추정결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는 홈에버 점포의 존재나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근지역에 홈에버가 

존재하든 하지 않든 홈플러스의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 인근 홈에버 점포 수의 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어, 홈에버 점포의 숫자는 홈플러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의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추정치들은 

조금씩 다르나, 그 값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홈에버가 홈플러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홈플러스의 가격지수가 

홈에버와는 독립적이라는 추정결과는 앞 장에서 설명한 홈플러스의 가격정책, 즉 

가격비교 대상에 홈에버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며, 

가격지수의 평균치 비교로부터 얻은 결론과도 일치한다.  

 

 둘째, 홈플러스의 가격은 이마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12개월 내내 판매된 품목으로부터 추정된 결과를 보면 인근지역에 

이마트가 없는 홈플러스의 가격은 인근에 이마트가 있는 홈플러스에 비해 평균 

약 0.31% 높으며, 이 추정치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9개월 이상 판매된 품목으로부터 추정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인근지역에 

이마트가 없는 홈플러스의 가격은 인근에 이마트가 있는 홈플러스에 비해 평균 

약 0.28% 높으며, 이 추정치는 신뢰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존재하는 이마트의 점포 수 역시 홈플러스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개월 판매품목 기준으로 이마트 점포 수에 대한 

홈플러스 가격의 탄력성(elasticity)은 0.0037 로 추정되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인근지역(대도시는 5km, 중소도시는 10km)에 

이마트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날 때 홈플러스의 가격이 0.37% 하락한다는 

의미로서, 두 업체 사이에 실제적인 가격경쟁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9개월 

판매품목 기준으로는 이 탄력성이 0.0015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17 그 회귀계수는 0.0013으로, 이는 홈에버가 인근에 없을 때 홈플러스의 가격이 도리어 하락함

을 시사하나, 그 t-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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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가격경쟁 관계라는 

추정결과는 앞 장에서 설명한 홈플러스의 가격정책, 즉 가격책정 시 이마트의 

가격을 참고로 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18 

 

 셋째, 홈플러스의 가격은 재래시장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이 시사된다.  

12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근에 재래시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 홈플러스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추정된 탄력성이 0.0081 인데 그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 재래시장의 숫자가 

홈플러스 가격을 유의적으로 하락시킴을 알 수 있다.  인근의 재래시장 숫자가 

가상적으로 두 배 늘어난다면 홈플러스의 가격은 0.81% 하락하는 것이다.  9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의 추정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탄력성이 0.0068 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홈플러스의 가격지수가 재래시장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는다는 추정결과는 앞 장에서 설명한 홈플러스의 가격정책, 즉 

가격책정 시 인근 재래시장의 가격을 참고로 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와 같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몇 가지 시사점이 더 발견된다.  

우선, 인근에 백화점이 있을 때 홈플러스의 가격은 도리어 0.71% (9개월 

판매품목으로는 0.48%)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근에 백화점 

숫자가 늘어날 때 그 숫자가 홈플러스의 가격에 미치는 탄력성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0.0017 (9개월 판매품목으로는 0.0014) 로 나타나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 19   주변에 백화점이 있다는 것은 해당 홈플러스가 번화한 

지역에 자리잡았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점포에 비해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런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 20   롯데마트와의 가격지수 

관련성 역시 비일관적이다.  9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 추정된 결과에서는 인근에 

존재하는 롯데마트의 숫자가 늘어날 때 홈플러스의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8 이와 같이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본 논문과 유사한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한 신광식, 이한식 (2009)의 논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9 이 값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0 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추정치의 () 부호는 백화점이 
인근에 많을 때 홈플러스 가격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20 만일 관측기간 내에 인근 백화점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효과는 각 점포의 고유효과로 포

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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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비현실적인 경쟁관계를 시사하나, 12개월 판매된 품목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인근에 롯데마트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12개월, 9개월 모두에서 

반대방향의 경쟁관계를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수퍼마켓, 

킴스클럽, 기타 할인점 등은 홈플러스의 가격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가격지수의 월별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홈플러스의 일부 품목은 점포별로 그 가격이 

조정된다.  전체품목으로부터 산출한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는 인근지역 내의 

홈에버 존재 여부나 갯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위에서 실증되었지만, 

경쟁성이 높은 점포별 가격조정품목들(local pricing items)에 대해서도 그러한 

결론이 유지될지는 불분명하다.  다음 <표 3-7>은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를 경쟁상황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3-7> 경쟁상황이 홈플러스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12 개월 평균 9 개월 평균

3 월 대비 4 월 효과 0.0072 (0.00) 0.0036 (0.01)
3 월 대비 5 월 효과 0.0233 (0.00) 0.0236 (0.00)
3 월 대비 6 월 효과 0.0187 (0.00) 0.0206 (0.00)
3 월 대비 7 월 효과 0.0213 (0.00) 0.0203 (0.00)
3 월 대비 8 월 효과 0.0269 (0.00) 0.0262 (0.00)
3 월 대비 9 월 효과 0.0325 (0.00) 0.0418 (0.00)

3 월 대비 10 월 효과 0.0368 (0.00) 0.0368 (0.00)
3 월 대비 11 월 효과 0.0137 (0.00) 0.0143 (0.00)
3 월 대비 12 월 효과 0.0258 (0.00) 0.0259 (0.00)
3 월 대비 1 월 효과 0.0306 (0.00) 0.0323 (0.00)
3 월 대비 2 월 효과 0.0437 (0.00) 0.0484 (0.00)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부재 여부 -0.0007 (0.71) -0.0011 (0.63)
유효 범위 내 이마트 부재 여부 0.0026 (0.32) 0.0020 (0.58)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부재 여부 0.0009 (0.71) 0.0018 (0.55)
유효 범위 내 홈에버 부재 여부 -0.0025 (0.20) -0.0037 (0.17)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부재 
여부 

0.0044 (0.12) 0.0060 (0.12)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부재 여부 0.0022 (0.38) 0.0019 (0.57)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부재 여부 -0.0022 (0.29) -0.0009 (0.74)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부재 여부 0.0013 (0.50) -0.0009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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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범위 내 백화점 부재 여부 -0.0123 (0.00) -0.0101 (0.04)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점포 수 (자연로그) -0.0003 (0.92) -0.0036 (0.35)
유효 범위 내 이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59 (0.02) -0.0023 (0.49)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54 (0.10) 0.0122 (0.01)
유효 범위 내 홈에버 점포 수 (자연로그) -0.0062 (0.16) -0.0094 (0.09)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점포 
수 (자연로그) 

0.0071 (0.14) 0.0139 (0.03)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03 (0.89) 0.0008 (0.81)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점포 수 (자연로그) -0.0108 (0.00) -0.0124 (0.01)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점포 수 (자연로그) -0.0032 (0.45) 0.0000 (1.00)
유효 범위 내 백화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24 (0.32) -0.0036 (0.27)

상수항 4.5863 (0.00) 4.5826 (0.00)
주: 괄호 안은 P-value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점포별 가격조정품목들에 대해 산출한 

가격지수를 회귀분석하여도 전체품목을 사용한 경우와 그 시사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홈플러스의 점포별 조정품목 가격지수는 인근의 홈에버 점포 존재 

여부나 숫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와 일관적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가격이 인근 이마트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추정결과는 전체가격지수의 분석결과와 다른 

점이다.  인근에 이마트가 없으면 홈플러스 가격이 0.26% (12개월 판매품목), 

0.20% (9개월 판매품목) 높아진다는 점은 전체가격지수의 경우와 비슷한 

추정결과이나, 이 회귀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신뢰하기 어려운 

추정치들이다.  또, 인근의 이마트 점포 수가 늘어날 때 홈플러스의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전체가격지수의 분석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12개월 판매품목의 경우 전체가격지수의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인근 이마트 

점포 수가 늘어나면 홈플러스 가격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9개월 판매품목에서도 그 추정치는 비슷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타 백화점의 부재 여부, 재래시장의 숫자 

등 다른 설명변수들이 홈플러스의 점포별 조정품목 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이나 크기에 있어서 전체가격지수의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인근 이마트의 존재 여부나 숫자가 홈플러스의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전체가격지수의 경우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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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홈플러스의 점포별 조정품목의 

가격비교 대상이 모두 이마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쇄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쟁상황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일부 홈플러스 점포는 이마트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점포는 

롯데마트나 수퍼마켓, 재래시장 등 다른 경쟁업체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비교대상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이렇게 비교대상이 점포별로 

다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분석 추정치에는 

특정한 경쟁자의 효과가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인하여 회귀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왜곡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다중공선성이란 회귀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사이에 높은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본 분석이 사용하는 FTC 모형에서는 

경쟁점포의 ‘부재여부’와 ‘갯수’가 모두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 

 

 51개 점포의 12개월 자료를 활용하므로, 위와 같이 점포별 고유효과를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계량경제학적으로 타당하나, 매월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51개 점포 간의 가격지수 차이를 경쟁관계의 함수로 

추정하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살펴 보는데 있어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위의 회귀분석 모형을 각 월별로 횡단면분석하여 경쟁제한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결과의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나, 월별 횡단면 분석의 추정결과는 전체 패널분석의 추정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홈플러스의 가격이 인근의 이마트 및 

재래시장에는 영향을 받으나, 홈에버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은 어느 한 달의 

예외도 없이 일관되게 실증된다.21 

 

3.4.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21 월별 횡단면분석의 결과는 저자들에게 요청하면 즉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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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우리는 홈플러스와 홈에버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다양한 실증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본 결합 건과 관련된 

균형분석(equilibrium analysis)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두 업체간의 

결합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홈플러스와 홈에버간에 유의한 경쟁관계가 없다는 것은 결합 후에도 

홈플러스의 가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결합으로 인한 홈에버의 가격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서 결합 전 두 

기업의 가격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7 년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를 100 으로 할 때 홈에버의 가격지수는 평균 

101.9 로 홈에버의 가격은 홈플러스에 비해 약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홈플러스가 홈에버에 비해 한계비용이 낮다는 증거로서, 

결합으로 인해 홈에버가 홈플러스로 대체되면 홈에버의 효율성이 높아져 그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한다.  어떤 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은 결국 그 기업의 

효율성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격수준의 차이는 결국 기업간 효율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홈플러스와 홈에버간의 효율성 차이를 보여 주는 

다른 증거들도 존재한다.  아래의 <표 3-10>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홈플러스와 

홈에버 평당매출액은 각각 89,577 원과 81,088 원으로 같은 점포면적에서 

홈플러스가 홈에버보다 약 10%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할인점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홈플러스가 15.4%, 홈에버가 5.4%로 두 

기업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두 기업간에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앞의 <표 1-2> 참조).  본 결합에 따른 홈에버의 효율성 

향상과 가격인하는 기존에 홈에버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일 것이며, 이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표 3-8>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경쟁력 비교 (2008 년) 

 매장규모 (평) 점포당 매출액(원) 평당매출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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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581 231,235,157 89,577 
홈에버 2,617 212,189,295 81,088 

 

 

4. 결론 

  

 본 논문은 대형할인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동일 업종의 홈에버를 인수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Staples/Office Depot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 품목들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대표성을 지닌 홈플러스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홈플러스 

가격지수의 분석 결과 51 개 점포간 가격지수의 최대 편차는 약 2.5%의 미미한 

수준이며, 홈플러스 가격지수는 홈에버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고 이마트, 

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이 존재하는 경우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홈플러스가 대다수 품목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을 일정 지리적 범위 내의 대형할인점들로 

획정하는 것 및 이 관련시장에서의 집중지수 와 그 변화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실제로 홈플러스가 어떤 업체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홈플러스와 홈에버 사이에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정결과를 

보면 인근지역에 홈에버가 존재하든 하지 않든 홈플러스의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에버의 숫자가 늘어날 때의 

홈플러스 가격탄력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둘째,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개월 

품목지수로부터 추정된 결과를 보면 인근지역에 이마트가 없는 홈플러스의 

가격은 인근에 이마트가 있는 홈플러스에 비해 평균 약 0.31% 높으며, 인근지역 

(대도시는 5km, 중소도시는 10km)의 이마트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날 때 

홈플러스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0.37% 하락한다.  셋째, 홈플러스의 가격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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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재래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12 개월 판매품목으로부터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근의 재래시장 숫자가 가상적으로 두 배 늘어난다면 홈플러스의 가격은 

0.81%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나 

집중심사 대상지역의 점포들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홈플러스의 가격은 이마트 및 재래시장의 존재나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만, 홈에버의 존재나 숫자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이 실증되었다. 

 

실제로 2008 년 9 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5 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지역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다점포 

소매유통시장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실제 가격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본 실증분석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 

                                            
22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8.9.18) 참조. 

Shin, K.-S, Jeong, J., Hahn, J.-H. (2010) / JETEM 21(3) / 54-90

87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06, ㈜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의결 제 2006-264. 

 
공정거래위원회, 2007,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 
 
신광식·이한식, 2009, 다점포 소매기업 결합의 경쟁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17집 

2호, 63-111. 
 
Ashenfelter, O., Ashmore, D, Baker, J.G., Gleason, S., and D.S. Hosken, 2006, Empirical 

Methods in Merger Analysis: Econometric Analysis of Pricing in FTC v. Sta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13(2), 265-279. 

 
Baker, J.B., 1999, Economic Analysis in FTC v. Staple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8, 11-21. 
 
Balto, D.A. 2001, Supermarket Merger Enforcement,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0, 38-50. 
 
Dalkir, S. and F. R. Warren-Boulton, 2004, Prices, Market Definition, and the Effects of 

Merger: Staples-Office Depot (1997), in J. Kwoka, Jr. and L. White, eds., The Antitrust 
Revolution: Economics, Competition,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Farrell, J. and C. Shapiro, 1990, Horizontal Mergers: An Equilibrium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07-125. 
 
Hausman, J., 1996, New Good, the CPI and the BLS, Unpublished Manuscript. 
 
Hausman, J. and W. Taylor, 1981,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Econometrica 49, 1377-1398. 
 
Motta, M., 2004, Competition Po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Boulton, F.R. and S. Dalkir, 2001, Staples and Office Depot: An Event-Probability 

Case Study,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 469-481 
 

 

 

 

 

 

 

88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부 록:  2007 년 3 월의 경쟁현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 

 

<부록표 1> 전체가격지수의 패널회귀분석 

 12 개월 판매품목 9 개월 판매품목

3 월 대비 4 월 효과 -0.0008 (0.14) -0.0022 (0.00)
3 월 대비 5 월 효과 0.0164 (0.00) 0.0149 (0.00)
3 월 대비 6 월 효과 0.0107 (0.00) 0.0084 (0.00)
3 월 대비 7 월 효과 0.0179 (0.00) 0.0131 (0.00)
3 월 대비 8 월 효과 0.0204 (0.00) 0.0159 (0.00)
3 월 대비 9 월 효과 0.0267 (0.00) 0.0269 (0.00)
3 월 대비 10 월 효과 0.0313 (0.00) 0.0256 (0.00)
3 월 대비 11 월 효과 0.0170 (0.00) 0.0099 (0.00)
3 월 대비 12 월 효과 0.0246 (0.00) 0.0188 (0.00)
3 월 대비 1 월 효과 0.0309 (0.00) 0.0270 (0.00)
3 월 대비 2 월 효과 0.0427 (0.00) 0.0384 (0.00)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부재 여부 -0.0002 (0.86) 0.0003 (0.80)
유효 범위 내 이마트 부재 여부 0.0033 (0.04) 0.0027 (0.09)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부재 여부 0.0005 (0.75) 0.0007 (0.64)
유효 범위 내 홈에버 부재 여부 -0.0014 (0.26) -0.0015 (0.21)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부재 
여부 

0.0019 (0.27) 0.0014 (0.42)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부재 여부 0.0005 (0.75) 0.0000 (0.97)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부재 여부 -0.0014 (0.31) -0.0006 (0.62)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부재 여부 0.0006 (0.64) 0.0000 (1.00)
유효 범위 내 백화점 부재 여부 -0.0073 (0.00) -0.0049 (0.03)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점포 수(자연로그) 0.0000 (0.98) 0.0013 (0.65)
유효 범위 내 이마트 점포 수(자연로그) -0.0035 (0.02) -0.0018 (0.25)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점포 수(자연로그) 0.0033 (0.14) 0.0052 (0.02)
유효 범위 내 홈에버 점포 수(자연로그) -0.0027 (0.63) -0.0046 (0.39)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1001 점포 
수(자연로그) 

0.0040 (0.17) 0.0052 (0.07)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점포 수(자연로그) -0.0000 (0.99) 0.0006 (0.70)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점포 수(자연로그) -0.0079 (0.00) -0.0074 (0.00)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점포 수(자연로그) -0.0005 (0.84) 0.0009 (0.72)
유효 범위 내 백화점 점포 수(자연로그) -0.0016 (0.30) -0.0017 (0.27)

상수항 4.5886 (0.00) 4.5901 (0.00)
주: 괄호 안은 P-value 

Shin, K.-S, Jeong, J., Hahn, J.-H. (2010) / JETEM 21(3) / 54-90

89



 

<부록표 2> 점포별 가격조정품목 가격지수의 패널회귀분석 

 12 개월 평균 9 개월 평균 

3 월 대비 4 월 효과 0.0072 (0.00) 0.0036 (0.01) 
3 월 대비 5 월 효과 0.0233 (0.00) 0.0236 (0.00) 
3 월 대비 6 월 효과 0.0187 (0.00) 0.0206 (0.00) 
3 월 대비 7 월 효과 0.0213 (0.00) 0.0203 (0.00) 
3 월 대비 8 월 효과 0.0269 (0.00) 0.0261 (0.00) 
3 월 대비 9 월 효과 0.0325 (0.00) 0.0417 (0.00) 

3 월 대비 10 월 효과 0.0368 (0.00) 0.0367 (0.00) 
3 월 대비 11 월 효과 0.0137 (0.00) 0.0142 (0.00) 
3 월 대비 12 월 효과 0.0257 (0.00) 0.0258 (0.00) 
3 월 대비 1 월 효과 0.0305 (0.00) 0.0323 (0.00) 
3 월 대비 2 월 효과 0.0437 (0.00) 0.0483 (0.00)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부재 여부 -0.0009 (0.68) -0.0000 (1.00) 
유효 범위 내 이마트 부재 여부 0.0025 (0.34) 0.0012 (0.73)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부재 여부 0.0010 (0.69) 0.0019 (0.55) 
유효 범위 내 홈에버 부재 여부 -0.0024 (0.23) -0.0036 (0.19)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001 부재 
여부 

0.0042 (0.14) 0.0051 (0.18)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부재 여부 0.0022 (0.37) 0.0020 (0.55)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부재 여부 -0.0023 (0.29) -0.0016 (0.60)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부재 여부 0.0013 (0.51) -0.0003 (0.90) 
유효 범위 내 백화점 부재 여부 -0.0124 (0.00) -0.0099 (0.05) 

유효 범위 내 홈플러스 점포 수 (자연로그) 0.0002 (0.96) 0.0029 (0.65) 
유효 범위 내 이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62 (0.02) -0.0036 (0.30) 
유효 범위 내 롯데마트 점포 수 (자연로그) 0.0060 (0.10) 0.0131 (0.01) 
유효 범위 내 홈에버 점포 수 (자연로그) -0.0048 (0.59) -0.0114 (0.35) 
유효 범위 내 킴스클럽 또는 아웃렛 21001 

점포 수 (자연로그) 
0.0067 (0.16) 0.0128 (0.05) 

유효 범위 내 기타 할인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04 (0.87) 0.0021 (0.55) 
유효 범위 내 재래시장 점포 수 (자연로그) -0.0109 (0.00) -0.0139 (0.00) 
유효 범위 내 수퍼마켓 점포 수 (자연로그) -0.0031 (0.46) 0.0006 (0.92) 
유효 범위 내 백화점 점포 수 (자연로그) -0.0027 (0.30) -0.0047 (0.17) 

상수항 4.5865 (0.00) 4.58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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