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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각국에서는 은행 간의 인수 합병이 최근 들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대 은행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은행 산업의 집중화가 매우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모두 활발한 은행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의 배경에는 

규제의 완화 및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가 간의 시장 통합 즉 세계화의 진행

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IMF 직후 

상당수 은행의 통폐합을 통하여 은행 산업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은행 간의 합병이 재무 건전

성이 위태로운 은행의 회생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조치였다는 점이 다른 나

라의 경험에 비추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전략적 판

단에 따른 거대 은행 간의 인수합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

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이 인수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 간의 합병도 경

쟁제한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은행의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기업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시

장 지배력의 강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합병 인수 대상 은행의 재무건

전성이 문제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이유로 인하여 엄격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이루어졌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과 각국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 획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에 관한 견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은행 산업도 일반 산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기업의 시장

획정의 논리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는 은행 

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매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1) Merger in financial services, OEC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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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동일한 기관에서 구입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다.  

미국의 경우 Philadelphia National Bank(1963)의 은행 합병 건에서 확립된  

이후 다수의 은행 합병 건에서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시장을 획정하여 오

고 있다. 이러한 시장획정의 방식을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방식이라

고 하며, 이는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획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유럽의 경우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

비스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하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개별 상품시장

(individual product market) 접근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개별 상품접

근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상품이 여러 개의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묶음상품으로 정의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즉 개별 상품시장 접근 방식에서 개별 상품은 묶음상품(이 경우 이를 

부분묶음상품(subcluster)라고 부르기도 한다.)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

한 점에서 보면 묶음시장 접근방식과 개별상품시장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부

분시장(submarket 혹은 subcluster)을 허용하는가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살펴보고, 이러한 점이 실제 시장획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장획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장획정의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은행과 같이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관련되

어있는 경쟁제한성 심사의 경우 시장의 획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은행산업

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차

이점 및 유사점에 대해 논의하며, 4장에서는 실제 은행 산업의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대해 앞에서 논의한 이론과 사례들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의한다.  

2. 시장 획정의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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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

의 상호 작용 하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상품군의 가격을 결정

한다. 상호작용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

다. 시장의 획정이란 이러한 상호작용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논

의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정의는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경쟁 대상이 누구이며, 현재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

만 향후 경쟁 상대가 될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정보

이며,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및 제반 전략적 결정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의 획정은 또한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두 사업자의 합병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제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러한 합병이 시장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필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기업의 전략이 시장의 지배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경

쟁적 행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해당 시장의 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

안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시장의 획정은 건전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나, 시장의 질서를 확

립하기 위한 공공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세계 각국

은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 위해서 시장의 획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엄정

하게 정하고 있다.  시장 획정은 대상이 되는 상품시장과 거래 지역이 되는 

지리적 시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하의 논의에서도 시장

의 획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를 상품시장의 획정과 지리적 시장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이 은행 산업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1 상품시장 획정

시장의 획정은 공공 정책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장획정은 기업의 결합에 있어서 제안된 기업의 결합이 승인되는 경

우, 그 결과가 시장에 미칠 경쟁의 제한성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이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큰 경우, 특

정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경쟁 제한성 분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

다. 기업 결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혹은 시장 지배적 지위

의 남용을 의심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시장의 넓게 해석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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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게 되고, 반대로 결합기업의 경쟁 제한성을 염려하거나,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의심하는 정책 당국의 경우 가능한 한 시장의 좁게 해

석하여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고 싶어 하게 된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시장 획정의 방법이 성립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 각기 자의적으로 

시장을 획정하고자 하고, 이는 매우 소모적인 논쟁을 낳게 될 뿐 아니라 투

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시장 참여자의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자국의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는 시장의 획

정의 방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조8호를 통

해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특히 기업 결합의 심사기준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중 상품 시장에 관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또한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상황2)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상품시장의 획정원칙은 미국 및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품 시장의 획정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Test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미국의 수평기업 결합 심사지침에 의하면 관련 상품시장은 현재 또는 미

래에 그 상품 혹은 상품군의 유일한 생산자인 가상의 독점 기업이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의 

상품 혹은 상품군으로 정의된다3). 유럽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관련 상

2)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3) the Agency will delineate the product market to be a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such that a 

hypothetical profit-maximizing firm that was the only present and future seller of those products 

("monopolist") likely would impose at least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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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시장에 대한 판단은 대체성의 정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체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SSNIP와 동일한 가상의 독점기업 테스트(hypothetical 

monopolist test)를 사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채

택하고 있는 관련 상품 시장의 획정은 상품의 대체성(substitutability)을 기

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성의 개념은 세계 각국의 많은 판

례에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시장 획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경쟁이 실재하고 

있는 시장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경제 이론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

실 중 하나는 바로 대체적인 상품간의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의 

대체성 혹은 공급의 대체성이 시장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가 고려된다. 우선,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인데, 이는 다름 아닌 상품

의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이며, 이는 미국

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구매의 전환가능성4)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이며, 이는 미국의 Brown Shoe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급의 대체성이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인

정5)하고 있는 점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시장획

정 방식은 우선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상의 독점기업이 이 

상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인상6)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고, 따라서 가상적 독점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이윤을 높일 수 없다

면 관련 상품시장은 인근의 대체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군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식은 이윤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최소의 상품군이 나타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단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심사 대상

이 되는 상품이 단일 품목인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비교적 

쉽게7) 획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 시장의 획정이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는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심사8)를 

4) Goods that are reasonably interchangeable by consumers should be placed in the same market (E.I. 

de Pont Nemous & co., 351 U.S. 377, 395 (1956)

5) Cross-elasticity of production facilities may also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a product 

market.

6) 일반적으로 가격의 인상 수준은 5% 혹은 10%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한 이러한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SSNIP test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임계 매출 감소법(Critical Loss Analysis)이 주로 사용된다.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0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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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서 맥주와 소주가 동일한 상품시장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기업 결합의 승인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맥주와 소주가 

동일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시장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

을 보이고 있던 두 기업의 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피심인측이 제시한 

SSNIP test9)에 근거한 시장 획정을 받아들여 맥주와 소주를 별개의 시장으

로 획정하여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상품시장 획정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관련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을 담당한 사례는 미국의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1990년 

Archer-Daniels-Midland(ADM)는 Clinton Corn Processing(CCP) 회사를 

인수했다. ADM은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이 중 한 제품이 옥수

수 시럽이었으며, CCP 역시 옥수수 시럽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의 하나였다. 

미국 법무성은 ADM의 CCP 인수가 옥수수 시럽 시장에 약 40%의 시장 점

유율을 가지게 되는 거대 기업을 탄생 시키며 옥수수 시럽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반경쟁적이 될 것이라며, 법무성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of 

Department of Justice)은 ADM의 CCP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ADM은 옥수수 시럽 시장은 설탕과 함께 전체 감미료 시장으로 획정 되어야 

하며, 이 경우 ADM-CCP의 시장 점유율은 반경쟁성을 염려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제소 하였다. 결국 이 건은 옥수수 시럽이

별도의 상품시장을 형성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으며, 법원은 ADM의 판

단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례와 달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인 경우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은 그다지 명확하거나 간단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상품에 대해 SSNIP test 방식에 의존하여 시장을 획정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간에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상품별로 별개의 시장

을 획정하여야 하며, 이는 각국의 심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법무

성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각각의 상품에 대해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

이 원칙10)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영국의 경우11)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9) 김종민, 박상인, 윤기호, 전성훈 (2005)

10) The Department will first determine the relevant product market with respect to each of the 

products of each of the merging firm. (U.S. DOJ Merger guideline)

11)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the test will usually separabl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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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판단은 이와 같은 원칙과 다소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단일 상품

으로 출발하여 상품군으로 넓히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분석의 대상을 상품

군으로 정의하여 시장 획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인정

되고 있다. 영국의 Competition Commission이 최근 발표한 Supermarket에 

관한 분석 보고서(2000)에서는 Supermarket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grocery"로 정의하고 이러한 grocery에 포함되는 상품군을 소비자의 행동

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획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 대상의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상품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시장 획정을 통하여 정의된 상품시

장을 일컬어 "묶음시장(cluster market)"이라고 칭한다12). 이러한 방식을 단

일 상품으로 출발하여 시장을 넓혀나가는 방식인 상품시장 접근방식

(product market approach)과 구별하여 묶음시장 접근방식(cluster market 

approach)로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묶음상품에 포함되는 상품간에는 대체성을 필요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법원은 일정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수의 상품을 묶어서 동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 다소 애매한 표현인 거래, 상업적, 

혹은 경제적 실체(trade, commercial, or economic reality)임을 이유로 들

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Philadelphia 

National Bank(1963)의 경우이다.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Philadelphia National Bank의 사례는 묶음시장이 시장 획정의 방법으로 사

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은행 간의 합병에 있어서 묶음 시장이 기본적인 

관련 시장의 획정으로 사용되는 근거가 되는 대표적 판례가 되었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Philadelphia 

National Bank가 Girard를 인수 합병하려한 사례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대법

원(Supreme Court)은 관련 상품시장을 상업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묶음(cluster of products and services)로 획정하고, 제안

된 은행의 결합 건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applied for  each of the products (OFT market definition 2004)

12) 묶음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상품이 묶여서(tied) 판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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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상품 중에선 서로 대체성이 있는 상품도 있고(예

를 들면 다양한 예금상품 들 간에는 적어도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파악할 근

거가 있다.), 그렇지 않은 상품도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연방대

법원의 판단은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수의 상품들이 동일한 상품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판단은 이후 다수의 판

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묶음시장으로의 판단은 비단 은행 산업

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또한 아니다. 다수의 상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

종으로는 유통사업자를 들 수 있으며, 유통사업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유통환

경에서 공급되는 상품군으로 관련 시장이 획정되는 다수의 사례가 있다. 유

럽의 Tesco-Carrefour(2005)의 기업결합 건의 경우, 관련 시장이 “기타 등

등의 소매 창구를 통한 일상적 소비상품의 소매시장13) 으로 획정된 바 있으

며, 이와 유사한 유통사업자간의 기업 결합시 경쟁 제한성의 심사대상이 되

는 시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품군으로 정의되며, 그러한 상품군에 포

함되는 상품 간에서는 기능적 유사성 혹은 효용의 유사성 등의 대체성이 반

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의 유통 사업

자간의 기업결합 사건14)을 통하여 특정 유통환경에서 공급되는 상품군으로 

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따라서 묶음상품으로서 관련 상품이 인식되는 경우 전통적인 대체성에 의한 

시장의 획정은 묶음상품에 대하여 가상적 독점 기업의 해당 묶음 상품의 가

격을 작지만 의미있는 비일시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묶음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15).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품

으로 이루어진 묶음에 대해 SSNIP test를 엄 하게 적용하기는 적절한 지수 

선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회적인 방법이 주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로 사

용되는 것이 거래적 보완성(transactional complementarity)의 유무와 강도

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거래적 보완성이란 어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사업자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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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markets and discount chains

14) 신세계-월마트 기업결합(2006) 및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2006)이 이에 속한다.

15) 이러한 점은 U.S v. Grinnel Corp., 384 U.S. 563, 573(1966)의 판례에서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다. “The 

cluster seen as a single product would then be subject to the traditional substitutability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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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 각각의 상품을 개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발생하는 편의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적 보완

성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생산의 경우 정의되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이 강하게 존재

하는 경우, 가상의 독점 사업자는 묶음상품의 가격을 작지만 의미 있게 인상

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는 각각의 상품 구입을 개별 상품 공급자로 전환하

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경우 묶음으로서의 상품이 경쟁법 상의 관련 시

장으로 획정되는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거래적 보완성의 또 다른 형태가 일괄구매(one-stop shopping)이다. 이러한 

구매 행태가 묶음 상품의 획정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는 유통사업

자간의 기업결합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일괄구매의 형태가 일반적인 소

비 행태인 경우라면, 이러한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상품군은 개별 상품의 대

체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는 점은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Canada16)의 경우 Bank Merger 

Enforcement Guideline을 통하여 은행 간의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상품군(a grouping of products)이 

관련 시장으로 획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정보의 하나로 소

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같은 기관으로 부터 구입하는 성향에 대한 자료를 들

고 있다. 

이렇듯 다 품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경쟁 제한성에 관련된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개별상품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묶음시장으로 접근하는 방식 

모두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시장획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

는 부분묶음시장(partial cluster)의 성립여부이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특히 기업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시장(a broad market) 내에 보다 세분화

된 부분시장(submarket)이 정의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시장이 경쟁제한

성 판단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시장이 묶음시장으로 정의되는 경우 부분시장에 해당하는 개념이 

16) Bank Merger Enforcement Guidelines As Applied To a Bank Merger, Competition Bureau(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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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묶음시장17)(partial cluster)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부분시장에 관련된 

논의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시장 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사건은 Brown shoe 

사건(1962)이다. 이 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쟁 제한성 평가에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부분시장이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시장의 정의

를 위해서 다양한 실용적 지표18)가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분시장 획정을 위해 쓰이는 실용적 지표들은 그 자체로 묶음시장의 논리

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19). 즉 이러한 지표들은 상품군이 하나의 상품으

로 취급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품군 내에 보다 세분

화된 상품군이 의미있는 상품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분시장의 획정이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20)로 

Staples 사건(1997)을 들 수 있다. 이 건은 대형 사무용품 유통사업자인 

Staples가 또 다른 사업자인 Office Depot를 인수하려한 사례이다. 이 건에

서 결합기업측은 관련 상품시장을 “모든 유통경로를 통한 전체 사무용품 

(overall sale of office products)"라고 주장한 반면,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오피스 수퍼스토어를 통한 소모성 사무용품(sale of 

consumable office supplies through office superstores)"라고 주장하였다. 

피심인측의 주장에 의하면 두 기업의 결합은 전체 사무용품 시장에서 결합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약 5.5% 정도에 머물게 되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FTC의 주장에 의하면 좁게 획정된 부분시장에서 두 기업은 경

쟁제한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법원은 FTC의 시

장획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Brown Shoe 사건에서 제안된 

실용적 지표 및 FTC가 제시한 가격증거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미국의 판례에 있어서도 부분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rown Shoe 사건

에서 제시된 실용적 지표의 모든 부분이 만족되거나, 혹은 이러한 실용적 지

표 이외에 다른 지표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 사례에서 

17) 사실 묶음 시장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도구 들은 모두 부분 묶음 시장을 정의하는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18) These indicia include "industry or public recognition of the submarket as a separate economic 

entity, the producer's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uses, unique production facilities, distinct 

customers, distinct prices, sensitivity to price changes, and specialized vendors."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325(1962).

19) 에들 들면 FTC v. Lancaster Colony Corp.1977)를 참조.

20) 이외에도 Bon-Ton(1997) 사건, American Stores(1988) 사건 등이 부분시장이 정의된 사례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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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 내에 부분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체시장

과 구별지우는 설득력있는 실증적, 실용적 지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묶음시장으로 관련 시장이 정의된다 하더라도 경

쟁제한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부분묶음시장을 분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은행 산업과 관련된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유럽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미의 캐나다도 부분

시장접근법(submarket approach)을 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미

국의 경우 FRB(Federal Reserve Board)가 매우 광범위한 묶음시장으로 은

행상품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법무성의 반독점국은 사실상 부분시장접근법

에 근접한 상품시장 획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듯이 나라와 시

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63년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

에서 저축은행(savings and loans)을 부분묶음시장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1974년 Connecticut National Bank 사건에서 비록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모

든 서비스를 하나의 묶음시장으로 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 상

업은행이 부분시장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쟁(direct and fierce 

competition)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르 고, 1991년에 이르러 

DOJ는  First Hawaiian 사건에서 중소기업 대출시장(commercial loan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을 부분시장으로 획정하기에 이르 다.

이렇게 볼 때 개별 시장 접근방식인가 혹은 묶음시장 접근방식인가 혹은 부

분시장 접근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시장의 환경과 소비자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2 지리적 시장의 획정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그 방법에 있어서 상품시장의 획정의 경우와 개념적

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심사기준을 통

하여 지역 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 하

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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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

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또한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21)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상품 시장

의 획정에 사용되는 원칙인 SSNIP test를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 시장이 획정되면, 경쟁제한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가상적 독점 사

업자가 작지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최소의 지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리적 시장의 

획정 원칙은 미국과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 모두 동일하게 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또한 한 사업자의 지리적 시장은 반드시 하나의 지역으로만 획정

될 이유도 없고,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상품이 각

기 다른 지리적 시장을 지니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SNIP test를 통한 지리적 시장의 획정이 경쟁제한성에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 사례로 무학-대선의 기업결합건을 들 수 있다. 이 건에 

대해 피심인측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시장의 경우는 소주 시장으로 동일

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피심인측은 지리적 시장을 전국으로, 공정거래위원

회는 부산-경남 지역으로 지리적 시장을 한정할 것을 각각 주장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전성훈(2004)이 제출한 SSNIP test 방법에 의거한 지리적 시장

의 획정을 받아들여 관련 지리적 시장을 부산-경남으로 한정하였고, 그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리적 시장

의 획정도 상품시장의 획정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

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지역적

(local) 인지 혹은 전국적 인지의 여부에 대해 엄 한 분석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상품시장이 하나 혹은 소수의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SSNIP test를 통하여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상품시장이 다수의 상품으로 이루어진 상품군 혹은 묶음으로 정의되는 

21)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 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

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

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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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SSNIP test를 실제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은행과 같이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관련 상품시장이 

다수의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정의되는 묶음상품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품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SSNIP test를 사용하기 어려

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 다수가 납득할 만한 가격 지수의 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상품시장의 획정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이 왜 동일한 지역으로 획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

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상품시장이 묶음으로 정의되는 경우, 그러한 획정의 논리적 근거가 거래적 

보완관계의 입증22)에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지리적 시장의 

획정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대표적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가상의 독점 사업

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주어진 거래 지역 이외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

운 실증적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지리적 시

장의 획정에 어떠한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은행 

산업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리적 시장의 획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매 행위의 지역적 특성

(geographic pattern of purchases)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관련 상품의 구매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에 대한 분석 자료, 사업

자들의 판매 전략에 대한 자료, 다른 사업자로 구매를 전환하는 경우 지불하

여야 하는 전환 비용 혹은 이동 비용, 상품 고유의 특성, 유통의 형태 등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와 대면 거래가 불가피하고 또한 거래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소비자

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가 가격을 작지만 의미 있게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은 지역성을 지닌 시장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구

매자와 판매자 간의 빈번한 접촉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액이 매우 큰 

경우라면 그러한 가격 인상에 대하여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관련 지리적 시장은 보다 넓혀서 획정하는 것이 옳다.

22) 이의 입증을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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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들은 유통산업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매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다지 크지 않은 가격 인상의 경우라면 지역을 벗어나 구매하려 하

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정

도의 지역이 적당한 크기의 지역인가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도시 지역의 여부, 상품의 성질, 소비자의 지역 상품에 대한 충성도 등 매우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esco-Carroufour(2005)의 기업결합의 경우, EU는 중첩원의 

합(A union of overlapping circles)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적 시장을 획정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후 많은 유통망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 방식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상권의 

개념에 해당하는 원을 그린 다음, 이러한 상권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상권과 

겹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지역시장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시장의 

원칙적 방식인 SSNIP test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심원으

로 표현되는 상권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상권과 겹치는 경우 가격을 인상하

는 경우 자신의 상권에 위치한 소비자가 경쟁 사업자로 구매를 전환할 것으

로 판단되고, 따라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을 통하여 이윤을 증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을 넓게 획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만일 세 사업자 A, B, C가 있어서 A와 B의 상

권이 서로 겹치고, B와 C의 상권이 서로 겹치지만, A와 C는 서로 상권이 

겹치지 않는 경우, 중첩원의 합을 통한 시장의 획정은 A, B, C의 각 상권을 

모두를 동일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다. 그 이유는 A와 B는 가격 책정에 

있어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 상대이고, B와 C 역시 가격 책정시 서로를 의식

하는 경쟁상대이므로, 비록 A와 C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B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모두를 포함

하여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EU의 연쇄적 

대체관계(chain of substitution)의 개념23)을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23) “In certain cases, the existence of chains of substitution might lead to the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where products or areas at the extreme of the market are not directly substitutable.” EC 

Commission(1997),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s of 

Community Competition Law,"  



- 16 -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면 지리적 시장은 실제의 경쟁관계를 과장하여 매우 

넓게 획정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반영하

여 획정되어야만 한다. 결국 중첩원의 합을 통한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묶음

으로 정의되는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지수 산정을 통한 엄

한 지리적 시장 획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첩원의 합을 이용한 시장획정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의 동심원의 크

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중첩원의 허용한계를 어떻게 결

정할 것인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동심원은 소비자의 이동패턴

(commuting pattern)과 해당 사업자의 판매의 지역적 분포 등을 통해 정하

게 되고, 허용한계는 상품의 특성 및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접촉

의 방식 혹은 유통의 방식이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매우 접한 관계를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의 경우 소비자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근의 서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서적의 가

격이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서점이 다른 지역의 서

점 보다 가격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유인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서점의 지리적 시장은 

지역성을 띠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서점의 활발한 

발달은 서적의 유통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서적 유통의 지

역성이 사라졌거나 최소한 과거에 비하면 많이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현상은 음원의 유통 혹은 비디오의 유통 시장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즉 

상품의 지역성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

러한 기술의 발전은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상품에 동일

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확장시

키고 있으며, 또한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

의 범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 금융 특히 

예금의 경우, 과거에는 예금과 인출을 위해 소비자들은 인근 지역의 지점을 

방문하여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소액 예금의 경우 지역성을 보이고 있었다

고 판단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최근 ATM 및 온라인 뱅킹의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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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소비자 금융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관련 상품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그 원칙에 있어서 관련 상품

시장의 획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러 상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정의되는 

묶음상품의 경우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거래의 지리적 양상을 보여주는 다

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매우 실증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특히 IT기술의 발전은 시장의 지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은행 산업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은행 간의 합병이 미치는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시장의 획정이

라면, 현재의 경쟁 상태만이 아닌 향후 시장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

한 경우 지리적 시장의 획정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

는 점은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관련 시장 획정의 다양한 접근 방식: 은행업을 중심으로

지난 이십여 년간 국내외에서 은행간 합병이 급증하여 은행업의 집중

(consolidation)이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은행간 합병에 대해 경쟁감독당

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80년대 초반 약 15000개

에 달하던 은행의 수는 90년대 이르러 9000여개로 감소하였고, 해마다 약 

1000여건의 예금은행의 결합 승인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4).  

이 중 약 100여건 정도가 집중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승인 요청에 대

해 시정 조치가 발생하는 건수는 약 10여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경우도 합병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5년 

12,256개의 은행은 1997년 9,285개로 감소25)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IMF 직후 29개에 달하여 은행의 수는 

현재 11개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년간 은행 간 합병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매우 거대한 은행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던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은행간 합병이 야기할지도 모를 경쟁제한성

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은행 산업이 

24) Statement of John M. Nannes(1998)

25) 1985년 자료의 경우는 영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 수의 감소는 더욱 심하였다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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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은행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 질수록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저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은행 산업에 대한 경쟁 당국이 관심

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 간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여부 혹은 시장 지배력의 남용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

제이다. 관련 시장은 은행의 경우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상품 시장

과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산업의 경우 관련 

시장의 획정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 한다. 은행 혹은 은행이 제공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시장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는 입장과 은행도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 획정이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견해이다.

은행은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등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간에는 대체성이 

있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다수 존재한다. 은행의 특수성을 인

정하여 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고 믿는 견해에 의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다

수의 상품을 은행상품이라는 단일상품으로 묶어서 획정하여야 한다. 반면 은

행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믿는 견해에 의하면 은

행이 제공하는 상품간의 대체성이 높은 상품들로 상품군을 형성하여 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서로 대체성이 없는 상품군은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취급하

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 대체성의 판단은 단지 수요의 대체성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고 2장에서 설명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은행 산업의 상품시장 획정은 크게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들이 

묶음의 형태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지, 즉 묶음시장(cluster market)으로 획

정해야 하는지, 이와는 달리 개별 상품 혹은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경쟁적

인지, 즉 개별상품시장(individual product market)으로 획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상품시장의 시장획정을 주

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현실에서는 은행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묶음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고, 부분상품(submarket 혹은 subcluster)으로 상품시장을 

정의하고, 은행 산업의 관련상품은 다수의 부분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

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부각하기 



- 19 -

위해 묶음상품은 cluster 접근 방식을 개별 상품은 subcluster 혹은 

submarket 접근방식을 의미하기로 한다.

은행 산업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이미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

으로 실증적인 문제이다. 각국의 은행산업의 발전 양상에 따라 지리적 시장

의 획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기법의 발전 및 소비자들의 행태에 

따라 시장의 지역성 혹은 전국성은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혹은 상품군에 따라 각기 다른 지리적 시장이 획정될 수 있음도 각국

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은행 산업에 있어서 묶음상품 접

근방식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개별상품 접근방식을 살펴보

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논리적 근거와 사

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들이 묶음의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 보는 시각은 주로 미국에 의하여 적용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1963년 미

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United States v. Philadelphia National 

Bank 판결을 통해 최초로 또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26) 이 합병건의 소송

을 제기한 법무성의 반독점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commercial banking)27)의 묶음(cluster)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상업행위(distinct line of 

commerce)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금융기관

이 제공하는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묶음에 대한 대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묶음만이 

상업은행의 합병심사에서 관련시장으로 획정됨을 명시하였다. 

1963년 연방대법원이 묶음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한 것―동시에 은행 산업의 

관련 지리적 시장을 지역 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미국의 경우 은행의 형태

는 대부분 단독은행(unit bank)이었으며, 주간 은행업(interstate banking)은 

26) 셔먼법(Sherman Act of 1980) 및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등 반독점법(Antitrust Law)이 은행합

병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였다.

27) 연방대법원이 예시한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는 다양한 크레딧,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신용관리(trust administra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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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되지 않았다는 점과 1933년 Glass-Steagall Act에 의해 저축은행(thrift 

institutions)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제공을 포함한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Carthy(1997)의 지적과 같이 연방대법원은 왜 개별 상품 및 서

비스들이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획정되지 않고, 묶음으로 정의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법원은 다만 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들(가계와 기업)의 현실적인 거래관행(trade realities)을 판단의 근

거로 제시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묶음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한다면 그러한 행태를 거래적 보완(transactional 

complementarity)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는 이미 2장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일괄구매(one-stop shopping)이 일어나는 상품군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Elliehausen and Wolken(1990)이 1980년대 후반 National 

Survey of Small Business Finances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당시 소비자들

은 거래은행에서 구매를 묶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묶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보였다는 점에

서 실증적 근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상품시장을 묶음으로 보는 관점은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의 

판결이후 여러 은행합병심사 및 판례에서 유지되었고, 은행합병심사 1차기관

인 FRB도 이 관점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다.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례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subcluster 혹은 부분 시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비록 전체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

로 획정한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 경쟁법상 의미있는 부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에서도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상업은행외의 금융기관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소비자 및 기업대출상품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업은행의 일부 상품 혹은 서비스들과 대체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1969년 United States v. Phillipsburg 

National Bank의 사건과 1974년 United States v. Connecticut National 

Bank의 케이스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특히, Connecticut National Bank 사

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축은행과 상업은행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Connecticut 내에서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업무가 저축은행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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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은 상업은행과 경쟁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겸업주의의 확대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신탁, 상호부

금 등이 부분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 의해 

저축은행들이 요구불예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당좌예금계좌 서비스에 대

한 상업은행의 독점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저축은행들은 기존의 상업

은행만의 업무영역들(예를 들어, 개인 및 기업의 당좌예금계좌 서비스 외에

도 소비자 및 기업대출, 리스, 신용카드업무 등)을 행할 수 있는 법적 허가

를 얻었다. 따라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저축은행들이 상업은행의 상

품 및 서비스 묶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FRB는 저축은행

이 상업은행들과 현재 분명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규모를 통상 50% 이

상 산입해 오고 있다.28) 

미국을 제외한 EU 국가들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묶음 시장 접근을 일

반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29)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FRB의 입장과 매

우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는 OECD에서 발간한 금융산업 합병에 관한 보고서의 한국 관련 장을 

통해서 은행간의 합병시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총자산(total asset)을 이용하

여 시장의 집중 정도를  검토한 바 있으며, 1999년 조흥은행의 강원은행 합

병의 경우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금(deposits)을 상품시장의 

획정에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묶음상품으로 관련상품을 

획정하는 미국의 경우, 시장 점유율의 측정은 예수금을 이용하여 한다는 점

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직접적인 경쟁관

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는 미국과 같은 묶음상품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례 1: United States v. Philadelphia National Bank(1963)

28) FRB는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에서도 저축은행을 상업은행의 경쟁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다.

29) 이에 대해서 3.2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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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미국의 상업은행간(Philadelphia National Bank와 Girard) 합병

에 대해 반독점법(Antitrust Law)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다. 본 케이스는 

상업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해 법원이 관련 상품 및 지리적 시장획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은행합병법(Bank Merger Act)에 의거하여,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Philadelphia National Bank와 Girard의 

합병을 승인하였으나(1961년), 법무성의 반독점국은 이 합병이 Sherman법

과 Clayton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Eastern 

District Court of Pennsylvania, 1962년)은 합병을 인정한 반면, 연방대법

원(Supreme Court, 1963년)은 Clayton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장획정에 있어서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의 관점이 일부

분에서만 일치하였다.

상품시장획정에  대해 합병대상은행들과 소송을 제기한 반독점국은  대조적

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독점국은 요구불예금(당좌예금계좌제공), 소비

자 및 기업대출(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부동산담보대출, 정기 

및 저축성예금이 상업은행의 영업(lines of commerce)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라고 규정하였다. 반독점국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상품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예를 들어, 단기기업대출상품 등)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합병대상은행들은 상품시장획정을 위해 상품

이나 서비스들이 개발된 목적과 유사하고 상식적으로 대체가능한 모든 상품

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업은행의 상품들은 예금수신과 여신으로 구분될 뿐

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업무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였다. 

이에 의하면 상업은행은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을 수신하여 여러 유형의 대

출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 그

리고 요구불예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가받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라

는 점 등에 주목하여, 법원은 상업은행을 다른 형태의 은행이나 비은행금융

기관과 구별하여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를 매우 다양한 서비

스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업무를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묶음(cluster of produ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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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는 묶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인식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관임을 강조하였

다.30) 

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업은행업무와 상호 경쟁가능한 시장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대조적

인 판결을 내렸다. 지방법원은 합병대상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업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소비자 및 기업대출상품 등)이 제공

하는 서비스가 상업은행의 일부 상품 혹은 서비스들과 대체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 특히 Clayton법 하에서 합병이 경쟁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는 모든 경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상업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

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의 경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

결하였다. 이와 달리, 연방대법원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가 

비은행기관의 일부 상품 혹은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들이 다수 존재한다

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상업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묶음은 다른 금융

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재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과 개

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들간 실질적 경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업은행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는 묶음으로

써 시장이 획정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거래관행(trade realities)에 비추어볼 

때 상업은행업무는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United States v. Connecticut National Bank(1974)

본 케이스에서도 앞선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법

원과 연방대법원 사이에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상업은행영

업과 경쟁하는 시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소송

을 제기한 법무성의 반독점국은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에서와 마

찬가지로 1970년대 당시 Connecticut 주의 저축은행들은 상업은행들이 제

공하는 요구불예금, 기업대출, 신탁계좌 등과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30) 미국의 경우,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감독국(Comptroller of 

the Currency) 등이 상업은행업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연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으며, 통화

관리국에 의해 감독을 받고, 모든 국립은행뿐만 아니라 주립은행들은 연방준비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의 회원이며, 모든 은행의 95%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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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상업은행업무와 상호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들은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달리 말하면, 

반독점국은 상업은행업무가 관련시장으로 그 자체가 되며, 이는 합병의 경쟁

성 평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Connecticut 주의 상업은행

과 저축은행간에 특히 개인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부동산모기지, 

개인대출, IPC(individual, partnership, and corporate) 예금, 기업금융 등

에서 직접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법

원은 또한 제도적으로도 통화관리국과 Connecticut 주립은행위원회(state 

banking commission)는 저축은행이 신규 상업은행업무를 신청할 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1971년 

Fort Worth 사건31)에서 법무성의 반독점국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합병

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때 삼았던 근거는 이들의 합병이 경쟁

을 심각히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반독점국 역시 상업은행

과 저축은행을 경쟁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

례의 경우들(Philadelphia National Bank(1964) 및 Phillipsburg National 

Bank(1969))과 Connecticut National Bank 사건의 시장구조를 비교하였다. 

지방법원은 Connecticut 주에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이 직접적이며 의미있

는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에서는 연방대법

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두 주체간 경쟁이 없었으며, Phillipsburg National 

Bank 사건에서는 저축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은 과거

의 사건들과 환경이 다름을 법원은 역설하였다. 모든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

여 Connecticut주의 은행환경에서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주체(line of 

commerce)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도 지방법원의 판결한 바와 같이 Connecticut 주에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업은행이 같은 시장을 형성하

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저축은행과 상

업은행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Connecticut 내에서 경쟁이 있기는 하

지만, 지방법원이 추정한 바와 같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1) United States v. The Fort Worth National Corporation and Mutual Savings and Loan Assoc., 

CA-4-1827 (N.D. Tex. Sept. 14, 1971) 



- 25 -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업무가 저축은행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상

업은행과 경쟁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여전히 상업은행은 

묶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아직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묶음의 서비스 제공은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다른 금융기관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향후 저축은행들이 당좌예금계좌 개설로 인해 요구불예금을 

수신할 수 있는 허가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경우 아마도 저축은행과 상업

은행간 직접적인 경쟁정도가 증가할 것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법(state statue)은 저축은행이 다른 영업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요구불예

금 수신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단순히 

개인 당좌계좌관리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업은행의 상품과 서비스만을 묶음 상품으로 

정의하였다.

3.2 개별 상품시장 접근

개별 상품시장 접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시장획정의 원칙으

로 사용하고 있는 대체성에 기반한 상품시장의 획정방법을 은행상품에도 적

용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미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상품 혹은 경쟁제한성의 검토 대상인 상품 

(focal product)을 상품군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은행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군(a product 

group)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별 상품시장 접근 방식이란 이

러한 상품군을 다른 상품군과 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획정할 것인가의 여

부를 엄 한 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군을 정의할 경우와 인접한 상품군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합하여 정의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다양한 실증적 경험적 증거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시장획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관련상품시장을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묶음으로 획정하는 데에는 은행합병 1차심사기관인 FRB나 합병이 

경쟁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법무성의 반독점국간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반독점국은 은행 산업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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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하나의 묶음으로만 획정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묶음으로만 획정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개별 

상품 혹은 부분시장(submarkets)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경쟁관계를 살펴보아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주장이 등장한 시대적 배

경에는 1980년대 이후 저축은행의 꾸준한 성장과, 1990년대이후 제정된 탈

규제화법들이32) 은행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를 탄생시켰다. 예를 들어, 뮤

추얼펀드 등과 같이 전통적 은행예금과 경쟁하는 상품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이나 모기지금융회사(mortgage finance 

company)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Amel and Starr-McCluer(2002)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s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는 당좌예금계좌에 대해서 과거

와 마찬가지로 지역 예금기관을 사용하지만,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동일한 예금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비은행기관(non-depository 

institution)을 의미있는 정도로 고려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즉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취하는 거래적 보완성이 이전과 

비교하여 소매금융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시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묶음 상품은 보다 좁게 정의되어야 함은 이미 설

명한 바와 같다.

특히, 법무성의 반독점국에 의해 개별 세부시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된 시장은 중소기업대상 대출서비스이다. 1991년 First Hawaiian Inc.와 

First Interstate of Hawaii의 합병건 이후 모든 은행합병의 경쟁성 심사에 

대해, 반독점국은 가계 대출서비스 시장과 중소기업 대출서비스 시장을 분리

하여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해왔다. 이는 소비자 대상 은행서비스와 기업 

대상 은행서비스가 서로 다른 수요 공급 조건을 가지는 다른 상품이라고 믿

었기 때문이다.33)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지역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2) 1994년 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에 의해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들이 전국지점망(nationwide branching)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에 의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합병을 허가하였다. Citibank와 Traveler의 합

병이 이법에 의한 최초의 사례이다.

33) 법무성(1996)이 소매대출(아마도 가계)을 중소기업 대출과 구분하는, 그리고 보다 중소기업 대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매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다양한 대체공급자―에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신용조합(credit 

union) 등―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성은 예금데이터를 경쟁성 평가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출 데이터가 대출 능력(capability)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거나, 특정 상

업은행의 제대로 된 경쟁성(full competitive significance of a commercial bank)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FRB의 First Hawaiian 합병심사에서도 발견된다.(Federal Reserve 

Bulletin(1991) 참조.) 



- 27 -

고 판단하여, 반독점국은 해당 지역외의 금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상업은행의 경쟁대상으로 판단하여 저축은행의 예금

규모를 상업은행의 예금규모와 더불어 총예금규모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FRB와는 달리, 반독점국은 저축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해 가계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기업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경쟁관계

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시장에서 상업은행외 금융기관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저축은행의 예금규모를 산입하지 않고 있다.34) 

반독점국이 중소기업 대상 대출의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대출

시장에서 상업은행의 경쟁금융기관들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관점은 많은 

실증 연구결과를 생산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합병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집중도 및 지배력이 높아지고, 대출이자율이 상승하여, 중소기

업 대출 규모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5) 영국의 Cruickshank 

Report(2000)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율에 대해 교차탄력성이 매우 

낮으며,36) 영국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시장은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밝혔

다.37) 

경쟁제한성의 판단에는 부분시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관점은 경쟁법상 매우 타당하고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고 있

어 은행간의 합병시 부분시장을 검토하는 점은 특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

를 들면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1988년 유리용기제조회사인 

Owens Illinois 사건에서 합병은 “모든 유리용기” 시장에서 반경쟁적이지 않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리용기에38) 대해 소비자들이 대체재를 구

입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유리용기는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Calvini, 1996). 반독점국의 이와 같은 시장획정에 대한 

34) 법무성(1996)에 의하면, 상업은행의 합병의 효과를 보기 위해 상업은행의 저축규모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이 때 저축은행의 저축규모는 일차적으로 제외한다. 그 다음 저축은행이 기업대출(commercial loan)을 한다

면, 저축은행의 예금도 포함한다.   

35) Berger and Hannan(1988), Corvoisier and Gropp(2002), Peterson and Rajan(1995) 등 참조.

36) 중소기업들은 계약조건을 자주 비교하지 않으며, 은행간 대출상품도 비교도 잘 안하고, 거래은행을 거의 전

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재무성은 보고하였다. 

37) NatWest/RBS(Royal Bank of Scotland) 합병으로 HHI가 2117이며,  는 8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특히 Barclays와 NatWest/RBS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시장에서의 비중은 53%에 달한다고 영국 재무성 

보고서는 밝혔다.

38) 스파게티 소스를 담기위한 유리용기가 쟁점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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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이 후 합병을 시도하는 은행들이 합병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은행업의 시장획정에 대해 FRB와 법무성의 반독점국간의 관점

의 차이로 이들간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으나, 1995년 법무성, FRB, OCC가 

공동으로 Bank Merger Screening Guidelines(BMSG)를 작성함으로써 갈등

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BMSG에 의해 은행규제기관들은 반독점국의 

분석 내용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FRB도 합병심사결과를 반독점국의 평

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일관되게 개별 시장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은행 산업의 관련상품 시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매금융(retail banking), 기업금

융(corporate banking),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그리고 재무시장

(financial markets)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각의 상품은 다양한 

관련 서비스와 상품으로 구성된 묶음상품(subclus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은행간의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규제기관은 각각 상품 시장에 

대해 별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의 경우

는 미국의 시장획정 보다도 더 자세한 부분시장을 제한성의 분석에 보다 적

절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국의 CC(Competition 

Commission)의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묶음상

품39)을 기준시장(reference market)으로 하여, 이 부분묶음상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들과 경쟁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들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들의 경쟁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증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SSNIP test를 충실히 반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유럽의 원칙에 따라 2004년 Bank of America와 FleetBoston은 영

국에서 합병을 위해 OFT(Office of Fair Trading)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은

행업무를 (i) 소매금융(retail banking), (ii)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 

(iii) 재무 및 투자 금융(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 OFT는 영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Bank of 

39) CC(2005)에서 개인당좌계정(personal current account)이 분석대상이었으며, 이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제

공되며, 예금, 지불결제, ATM 사용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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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와 FleetBoston은 서로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기업금융, 외환업무, 파생상품 거래서비스 등에서 합병대상 

은행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

라서 소매금융상품시장과 달리, 기업금융상품시장과 재무 및 투자금융상품시

장에서 합병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OFT는 이들 업무

분야에서 합병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합병을 

승인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도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상품 시장 접근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며, 2003년 Competition Bureau가 발간한 The Merger 

Enforcement Guidelines as Applied to a Bank Merger(이하 BMEGs)를 

통해 은행 간의 합병에 있어서도 일반기업이 합병과 동일하게 대체성을 기

준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반드시 대

체성을 지니지 않은 다양한 상품이라도 상품군(a grouping of product)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group의 가격 상

승이 개별 상품의 구매 전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거래적 보완성을 묶음 상품의 정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BMEGs는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의 시장획정의 방법은 

미국의 법무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미국의 FRB와 차별화되어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점차 단일 묶음 상품시장의 획정으로부터 부분시장 획

정으로 전환되고 있거나, 애초에 부분시장 획정을 기본적인 시장획정으로 삼

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중소기업사업자들에 대해 매우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가계나 대기업과는 달리 지역

성을 지니는 금융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이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중

소기업 대출시장은 비대칭적 정보가 만연한 시장이고 또한 대출 규모가 비

교적 작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지역의 은

행이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보다 대출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지역은행이 

이자율(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3: First Hawaiian Inc.와 First Interstate of Hawaii(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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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 미국 법무성의 반독점국은 경쟁성 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며, 시장획정에 대해 FRB와 이견을 보였다. 반독점국은 경쟁제한성의 

관련상품시장을 부분시장인 중소기업대출로 획정하여 전체시장과 별도로 경

쟁정도를 살펴본 결과, 합병으로 인해 HHI가 440에서 2925로 급증함으로 

본 건의 합병은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독점국이 중소

기업대출을 따로 고려한 이유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이 모기지에 비

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고, 중소기업들은 5백만달러를 초

과하는 대출을 받아낼 수 없는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다. 또한 중소기업대상 

대출시장에 규모가 작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3년이내

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에 근거하여, 은행인수합병에 반독점국이 과거에 

적용해왔던 완화된 기준대신 일반적인 합병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지점을 매각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FRB는 반독점국의 관련시장획정은 연방법원의 판단 및 Elliehausen 

and Wolken(1990)의 소비자행태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다. 특히 반독점국이 중소기업대출시장을 따로 획정해야 하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FRB는 지적하였

다. 

또한 FRB는 반독점국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중소기업대출 

현황은 몇몇 특정 은행으로부터 얻은 사적인 정보일 뿐, 비교 가능한 대출관

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경쟁제한성의 판

단은 신뢰하가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예금규모(total deposits)가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변수라고 제시하였다. 

사례 4: Corestates/First Union(1998)

 

이 결합건은 First Union이 Corestates의 취득을 승인 요청한 사례로서 

FRB와 반독점국의 시장획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사례의 하나이다. 본건에 대하여 FRB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묶음상품 접근을 

취하였다. 반면에 반독점국은 small business 와 middle market lending의 

부분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하였다. 여기서 small business는 년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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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illion 이하의 사업자를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1m 이하의 대출이 거래

된다. Medium sized business는 년간 수입 $10m -$250m의 기업을 의미

하고, 통산 $1 -$10m의 대출이 거래된다고 파악된다. 반독점국이 이들 중

소규모의 사업자의 대출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데에는 이들 사업자

들은 가계 대출 혹은 대기업 대출과는 달리 지역에 외치한 은행 외에는 특

별한 대체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독점국은 합병은

행에게 총 32개의 지점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들은 Sovereign 

Bancorp에 일괄 매각되었다. 

사례 5: Westpac BankingCorp/Bank of Melbourne (1997)

이 사례는 은행간의 합병시 관련 상품시장이 부분 시장으로 획정되고, 그러

한 부분 시장내에 또 다른 부분시장이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흥

미있는 사례이다. 이 결합건에 대해서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은 소매금융(retail banking)과 대기업금융

(large corporate banking)의 두 상품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그러나 Bank of Melbourne이 대기업금융 시장에서 합병 대상은행과 경쟁하

지 않던 사업자이므로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소매금융 시장만이 대

상이 되었으며, ACCC는 이 시장을 다시 예금(deposits), 주택담보대출

(home loan), 개인대출(personal loan), 소기업금융(small business 

banking), 신용카드서비스, 거래계좌(transaction account) 등의 6개의 상품

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소기업금융은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40)로 구성

된 묶음상품을 의미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보면, 개별 상품 접근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

는 시장획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금융에 많

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

(electronic banking)이 시장의 획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시장획정 시 고

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유럽은 

Forties/G-Bank 합병(1998)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높은 시장 집중도가 향

후에도 유지될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유로 전자금융의 발

달이 경쟁을 가속화하고 신규 진입을 보다 쉽게 만들 것인 점을 들고 있다.  

40) Transaction facilities, physical depository facilities, loans, processing for credit card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transaction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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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는 은행의 상품, 예를 들면 소비자 금융 상품 등은 

점차 일괄구매(one-stop banking)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41),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획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

장의 획정은 변화하는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

다.

3-3. 지리적 시장의 획정

은행의 관련상품 시장이 획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러한 상품의 지리적 시장

을 획정하여야 한다. 관련 상품은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전국성

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특정 은행 상품의 지리적 시장의 크기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동질

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은행 상품이 제공되는 지역이 어디까지 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은 거론되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그러한 상품

이 거래되는 방식, 거래의 성격 등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은행 상품의 거래

를 위해서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야 하는 정도에 따라 지리적 시장의 성격

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금융 상품은 전국성과 지역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인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금융과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zes, SMEs)금융은 고객과 은행간의 빈번한 접촉이 중요시 된다는 

점을 들어 지리적 시장획정에서 지역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이자율의 지역간 차이(local variation)가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는 

Cruickshank Report(2000)의 보고에 의해서 정당화 되었다. 

유럽의 경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상품시장은 소매금융(retail 

banking),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그

리고 재무시장(financial markets)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재무시장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시장은 통상 국가를 단위로 획정된다. 재무시장은 그 성

격상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사례42)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관련 상품시장이 각각의 개별상품으로 획정

41) 이는 또한 관련 상품의 시장획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2) M.597-Swiss Bank Corporation/S.G.Warburg에서 재무시장은 국제적 시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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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개개의 개별상품은 각기 다른 지리적 시장을 가질 수 있으며, 은

행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 유럽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 이러한 점을 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호주의 사례

이다. Westpac BankingCorp/Bank of Melbourne(1997) 결합건에서 ACCC

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매금융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기위해 이 

시장을 다시 예금(deposits), 주택담보대출(home loan), 개인대출(personal 

loan), 소기업금융(small business banking), 신용카드서비스, 거래계좌

(transaction account) 등의 6개의 상품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예금시장

은 지리적 시장으로 주(state)를, 주택담보대출은 전국시장으로(national 

market), 개인대출은 지역시장(regional market)으로, 소기업금융은 주보다 

크지 않은 지역시장(local markets-at most state wide)으로, 그리고 신용

카드서비스, 거래계좌는 주(state)를 지리적 시장으로 각기 다르게 획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FRB의 관점에서

나 법무성의 반독점국의 관점에도 모두 지역시장으로 정의된다. 이는 

Philadelphia National Bank 이후 은행간의 합병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방식이다. FRB의 경우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

는 지역시장을 경쟁제한성의 평가에 사용하고 있으며, 반독점국은 중소기업

의 경우 FRB의 지역시장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시장을 좁게 획정하여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국이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서 지역성을 

보다 강조하는 이유 역시 중소기업 금융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가격 즉 이자

율이 인상되는 경우 개인이나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 대출

을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 반독점국은 상품에 따라 별도의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여야 은행

간의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FRB와 반독점국의 지리적 시장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반영된 예

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Corestates/First Union(1998)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비단 관련 상품시장이 획정에 있어서 FRB와 반독점국이 이견을 보

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 

사례이다. FRB는 이 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전적으로 정

의된 지리적 시장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반면 반독점국은 이러한 FRB의 지



- 34 -

리적 시장이 소규모기업 금융 상품의 시장으로는 지나치게 넓게 획정되었다

고 판단하여, FRB에 의해 아홉 개의 county로 획정 되었던 지리적 시장을 

두 개의 county로 좁혀서 획정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합병의 경쟁 제한성

이 인정되어 해당 지역의 지점을 매각한 후 승인되었다.

FRB의 지리적 시장획정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미국에서는 각 지역 FRB가 자신의 고유의 방식으로 지리적 시장을 결정

한다.43) 달리 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은행의 지리적 

시장을 획정한다. FRB가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고려하는 변수들은 인구

도, 근로자의 통근패턴, 제공되는 은행상품의 다양성, 금융기관의 광고패턴, 

고용, 의료시설, 그 외 은행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표 등이다.44) 

지역 FRB는 United States Census의 내용이 갱신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지리적 시장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 대부분의 지역 FRB는 은행의 지리적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표준화된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Ranally Metro Areas(RMAs)45)와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MSA

s)46)의 두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 RMA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약 5만명의 인구를 가져야 하며, 2) 1

평방마일당 최소한 70명의 인구 도를 보여야 하고, 3) 근로인구의 적어도 

20%가 도심으로 통근해야 한다. MSA에서는 흥미롭게도 특정 카운티가 단

독으로 MSA가 될 수도 있는데, 1) 인구가 최소 5만 이상의 시가 그 카운티

내에 있거나, 2)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가 적어도 1십만이상이면 된다. 

그 외의 경우, 특정 카운티는 7가지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MSA가 될 

수 있다.47)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카운티가 지리적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48)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보고서49)를 통해 과거 상업 은행간의 합병 심사

시 관련 지리적 시장을 전국으로 획정한 바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그 이유

로 은행은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점이 전국에 걸쳐 위치하

43) 12개의 지역 FRB가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는 DiSalvo(1999) 참조.

44) http://www.federalreserve.gov/BoardDocs/Press/bhc/2000/20000821/firstbancorp.pdf 참조.

45) Rand McNally라는 회사가 카운티보다 하위의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통근패턴과 인구 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지리적 시장이다.

46)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카운티지역을 대상으로 통근패턴과 인구 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한 지리적 시장이다.

47) 7가지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lvo(1999) 참조. 

48) 예를 들어, 강이나 산맥 등에 의한 지형적 이유로 특정 카운티 내에 지리적 시장이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

49) Mergers in financial services (2000)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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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상품시장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묶음상품으로 획정한 사실과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험이 

미국과 달리 전국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행(branch banking)이라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IT산업이 은행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로 거래비

용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거래적 보완성이 과거에 비

해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러한 점은 상품 시장에 부분시

장이 정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각 부분 시장

별로 지역의 비은행 금융기관과 경쟁성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지리적 시장

이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관련 시장의 판단을 위한 예비적 자료의 중요성

은행 산업의 경우 시장 획정의 방법은 각국의 경험이 매우 다르고, 구체적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 상품시장의 획정이 묶음시장

접근법을 취하는지 개별 시장 접근을 취하는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고, 

지리적 시장에 있어서 지역별로 시장을 구분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시장으

로 묶어서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하는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

러한 시장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이전의 논의와 연결하여 판단하기

로 하자.

2장과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시장의 획정은 대체성을 기준으로 

SSNIP test를 이용하여 정하는 방법과 거래적 보완성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는 묶음상품의 접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SSNIP test를 이용한 상품 

시장의 획정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품(focal product)을 기준으로 SSNIP 

test를 연쇄적을 적용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상품군을 관련 상

품으로 정의하면 된다. SSNIP test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임계

매출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이 주로 사용된다. 임계 매출이란 관련 상

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경우, 이윤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매출감소율의 최대

치를 의미하며, 만일 실제 매출 감소율이 임계매출 감소율을 초과하면 상품 

시장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 시장의 획정은 실제매출 감

소율이 임계매출 감소율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한의 상품군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예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소매금융의 부분 시장인 예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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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대체성을 기준으로 정의된 상품군으로 판단된다.  

만일 관련 상품시장을 묶음상품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

고 판단하여야 할 지 고려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묶음 

상품을 구성하는 상품들은 거래적 보완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이 일괄

구매(one-stop shopping 혹은 one-stop banking)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들인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비용이 상승된다는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둘째, 개개의 상품을 독립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비용이 묶음으로 구

입할 때의 비용을 상회하는지의 여부 셋째, 묶음을 구성하는 상품 중 일부는 

더 낮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음으로 구입하는 경향의 

정도50)를 모두 고려하여 거래적 보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캐나다의 경우 BMEGs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은행의 관련상품을 묶음으로 정의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게 된다.

첫째,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단일 기관에서 구입하는 성향이 있음

을 보여주는 설문 혹은 산업 자료

둘째, 한 사람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짓수와 단일 기관에서 한 사람

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짓수에 관한 자료

셋째, 소비자의 선호에 관한 설문자료

넷째,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묶음 구매행태를 포기하려는 정도에 

관한 자료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상품시장의 획정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미 설

명한 바와 같이 상품간의 거래적 보완성의 존재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것

이다.  만일 관련 상품이 묶음 시장으로 정의되는 경우, 그러한 묶음이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경우는 부분 시장의 획정

과 연관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Brown Shoe 사건에서 인용되는 실용

지표(practical indicia)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분 

시장의 획정에는 언급된 실용적 지표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

50) 예를 들면 Philadelphia National Bank의 경우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저축예금의 이자울이 저축은행의 제공

하는 동일한 예금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개별 상품 접근방식을 통해서

는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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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이러한 지표 이외의 사항이 고려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닌 만큼 특

정의 상품 묶음이 독립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

분히 부분 시장을 정의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지리적 시장 획정의 경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그러한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은행의 관련 상품이 전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

우라면, 관련 상품의 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의미 없을 정도에 불과하여야 한

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때 의미 없을 정도의 지역별 가격 편

차란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가격의 

편차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은행 상품의 경우, 그 특성상 비

대칭적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차

이가 나는 가격이 경쟁 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격의 차이인지 혹

은 상품의 구매자의 특성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

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품의 경쟁이 전국적인 단위

로 발생하는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소매 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이 특히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사례

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도 이 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51) 예를 들면 특정 지점의 경우 예수

금의 지역적 분포 상황은 소매 금융의 지역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의 지역적 분포 역시 관련 

상품의 지역성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52)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다. 만일 특정 상품의 지역성이 입증되는 경우 경쟁 제한성의 판단을 위한 

지리적 시장의 엄 한 획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FRB의 경우 인구 도, 근로자의 통근패턴, 제공되는 은

행상품의 다양성, 금융기관의 광고패턴, 고용, 의료시설, 그 외 은행간 경쟁

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하여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

51) 앞서 미국의 사례를 논의하면서 언급되었던, National Survey of Small Business Finances나 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자료들은 물론 은행산업의 시장획정을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이라든지 가

계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획정을 위한 실증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52) 유통 산업의 경우 지리적 시장의 획정을 위해 특정지역 매장의 매출을 분석하여 관련 상권을 분석하고 이러

한 자료가 시장획정의 입증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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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은행 산업의 시장획정에 관한 이론 및 각국의 경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은행 산업과 관련된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해서는 각국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지리적 시장의 획정은 단일 은행의 경험

(unitary banking)과 지점 은행의 경험(branch banking)에 따라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상품 시장과 해당 

상품의 지리적 시장은 개별 은행 및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시장획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

이 적용되는 경우, 은행은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매우 혼란을 느끼게 될 것

이고, 이는 다시 은행 산업의 자생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일반적인 기업과 관련된 경

쟁제한성 심사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심사기

준을 통해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면,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논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인수 합병 등에 관한 기

업의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은행 산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제한성 심사와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심사기준이 은행 산업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

될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있다. 따라서 합병을 시도하는 은행의 경우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점을 미리 해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은행 산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일반 

기업의 경우와는 차이가 나는 시장획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시장획

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별도의 기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

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FRB의 시장획정 기준과 법무성의 반독점국의 기준이 차이를 

보임으로 인하여 두 기관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가 1990년대 

이후 다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은행 간의 인수 합병시 상당한 논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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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야기된 경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FRB와 반독점국은 1995년 은행 합

병시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공동의 심사규정53)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은행의 인수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해

당 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록 은행의 경쟁제한성 판단이 일반 기

업의 그것과 차이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 기업 합병의 심사

기준54)이 은행의 합병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별도의 

심사기준55)을 통해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과 관련된 경쟁제한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사례 또는 일반적인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따

라서 향후 이러한 판단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논의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경우 묶음시장접근법이 바람직할지 혹은 개별상품시장 접근법이 

바람직할 지의 판단을 위한 제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료의 확립을 통해 은행 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기

업의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을 은행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은행산

업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야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1999),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9-2호.

김종민, 박상인, 윤기호, 전성훈 (2005),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과 관련한 
상품시장획정과 혼합결합의 포르트폴리오효과 분석", 2005년 5월.

김종민, 박상인, 윤기호, 전성훈 (2005), "하이트주조-진로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분석", 2005년 5월.

53) Bank Merger Competitive Review, 1995

54) Merger Enforcement Guidelines(MEGs)

55) Merger Enforcement Guidelines as Applied to a Bank Merger(BMEGs)



- 40 -

전성훈 (2004),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역시장의 획정", 2004년 
6월.

Amel, D. F. and M. Starr-McCluer (2002), "Market Definition in 

Banking: Recent Evidence," Antitrust Bulletin, Spring, 63-89

Ayres, I. (1985), "Rationalizing Antitrust Cluster Markets", The Yale 

Law Journal  95, 109-125.

Berger, A. N. and T. H. Hannan (1988), "The Price-Concentration 

Relationship in Banking,"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3,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Calvani, T. (1996), Antitrust Analysis of Bank Mergers: A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http://library.findlaw.com/1996/Dec/1/129882.html

Competition Bureau (2003), Bank Merger Enforcement Guidelines As 

Applied To a Bank Merger

Competition Commission (2000), Supermarkets: A report on the supply 

of groceries from multiple stores in the United Kingdom, 

http://www.competition-commission.org.uk/rep_pub/reports/2000/446su

per.htm#full

Competition Commission (2005), "Working Paper on Market 

Definition," 

http://www.competition-commission.org.uk/inquiries/ref2005/banking/wo

rking_paper_.market_definition.pdf

Corvoisier, S. and R. Gropp (2002), "Bank Concentration and Retail 

Interest Rat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6, 2155-2189



- 41 -

Cruickshank, D (2000), Review of Banking Services in the UK, 

Chancellor of the Exchequer

Department of Justice (1995), Bank Merge Competitive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1996), "Bank Mergers and Antitrust", The 31st 

Annual Banking Law Institute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1997),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DiSalvo, J. (1999), "Federal Reserve Geographic Banking Market 

Definitions," http://www.phil.frb.org/files/bm/fedmkts.pdf 

EC Commission (1997),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s of Community Competition Law," OJ 

C 372 

Elliehausen, G. E. and J. D. Wolken (1990), "Banking Markets and the 

Use of Financial Services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Federal Reserve Bulletin, 76, 10, 801

Federal Reserve Bulletin (1991), Orders Issued Under Bank Holding 

Company Act, 77, 1, 52  

MaCarthy, T. (1997), "Refining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the 

Antitrust Analysis of Bank Mergers," Duke Law Journal, 46, 865-902

OECD (2000), Mergers in Financial Services

Office of Fair Trading (2004), Market Definition: Understanding 

Competition Law

Peterson, M. A. and R. G. Rajan (1995), "The Effect of Credit Market 



- 42 -

Competition on Lending Relationshi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407-443

Varvel, W. and H. Wallich (1980), " Evoluion in Banking Competition", 

WP 80-1,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