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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접수한 전

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3799건 2010년 4076건 2011년 4291

건 2012년 4467건을 접수했으며 작년에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4561건을 접수하는

등 매년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673

조원 2010년 824조원 2011년 1000조원

2012년 1146조원 2013년 1204조원이었다

이 중 작년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 4561건

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나 섬유 신변용

품(321%)을 거래할 때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는 신발(284%)과 간편복(276%)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양복(105%) 가방(89%)이

뒤따랐다

패션용품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130%) 정보통신기기(80%) 문화오락 서

비스(76%) 운수보관관리 서비스(53%)

문화용품(43%)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나 계약 불이행

에 따른 피해(439%)가 가장 많았고 품질이

나 사후 서비스(286%) 부당행위약관 피해

(215%) 가격요금(27%) 등이 뒤따랐다

발생한 피해 중 환급 계약해지 배상 등 소

비자와 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97%였다

품목별 평균 구매가격은 교육 서비스(123

만3059원)가 가장 높았고 문화오락 서비

스(112만6920원) 운수보관관리 서비스

(101만934원) 가구((61만7075원) 등의 순으

로 평균 구입가가 비쌌다 전체 평균가는 45

만8556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일시불

(815%)이 할부(185%)보다 월등히 많았다

작년 한 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와 관

련된 사업자 수는 2594건이었으며 이 중 10

건 이상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업자는 42개

였다 사업자별로 G마켓(42%) 옥션(3

0%) SK플래닛(27%) 인터파크INT(155)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연합뉴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신발옷 최다

5년새 20% 늘어나작년 4561건 접수

계약해지계약불이행피해사례도많아

복합상영관을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

명은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

로 복합상영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복

수응답)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영화관 매점

의 높은 식음료 가격이라는 응답비율이 79

2%로 가장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콜

라 한 개와 팝콘 한 개로 구성한 싱글 메뉴

의 판매 중지에 대해 불만(310%)을 느끼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현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

합상영관 빅3는 싱글 메뉴는 팔지 않고 음

료 2개와 팝콘 1개로 구성한 커플(더블) 세트

를 판매하고 있다

높은 식음료 가격에 이어 다른 불편 사항

으로 가족 단위 관람 시 높은 비용(488%)

외부 식음료 반입 가능 홍보 부족(482%)

일반 디지털 영화 가격의 인상(474%) 등이

뒤따랐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772%)은 관람료

가 비싸 영화를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

했다

외국 복합상영관의 할인 정책 중 우리나

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족 이용권(890%) 영화의 날 할인(88

2%) 어린이 요금제(864%) 등을 꼽았다

더불어 상영관 내 좌석의 위치에 따라 관

람료를 달리하는 좌석별 차등 요금제 도입

(652%)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찬성했으며

관람이 불편한 앞좌석이나옆좌석의 가격은

일반 좌석을 1만원으로 했을 때 7천129원으

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영화관을 주로 찾는 때는 금요일을 포함

한 주말과 공휴일(678%)이고 혼자보다는

주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91

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은 주

로 인터넷에서예매(566%)했다

연합뉴스

A(35)씨는 최근 터키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한 여행사에서 150만원

상당의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부득이하게휴가를취소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상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약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A씨

는여행사가 이메일로 보내줬던견적서에 환불이되지 않는다는 내용

이들어있는 것을 뒤늦게확인했다

그는 견적서에 내용이 있더라도여행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아쉬워했다

앞으로는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고객의확인을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예약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

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여행상품예

약시 전화상담이나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고객은 여

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환불 관련 특약을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여행사가 고객의온라인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확인동의절차를 거치도록했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주요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

로 기재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했다

아울러고객에게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

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 내용에 대한 고지설명 절차 강화로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렌털 서비스가 일시불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비싼것으

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렌털 업체를 대상으로총렌털비 판매가격 중

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조사한 결과총렌털비의 경우 일시불 구입가보

다 최대 306%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총 렌털비는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것으로 설치 등록 운송

비 등은 제외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은홈페이지에총렌털비와 일시불 구입

가는 알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에 따라렌털 계약 시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정수기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렌털하는 업체 대

부분은 의무사용 기간을 3639개월로 길게약정하고 이에 따른 위약

금을 최대 5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드러났다

이 같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 소비자원이 2011

2013년 접수한렌털 서비스 불만 2만2993건 중 과도한 위약금과청약철

회거부 등에 대한 불만(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관리를받을 수 있다는 편

리함 때문에 국내 렌털 시장 규모는 10조2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소비자의알권리와 합리적선택을 위해 관련 업계에

총렌털비 일시불 구입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권고할 것이

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절기상대서인 23일경남산청군오부면오전리블랙베리작목반농민들이친환경농법으로재배한지리산산청블랙베리를수확하고있다 슈퍼복분자로도

불리는블랙베리는산딸기와식감이비슷하고새콤한맛이특징이다 연합뉴스

영화관람객 80% 영화관식음료값너무비싸다

여행사환불특약조항

고객확인반드시받아야

위약금내역증빙자료요구권보장 차액 환급도

렌털서비스는 바가지

정수기등일시불구입보다최대 3배 비싸

가족등각종할인정책필요

좌석별차등요금제절반찬성

새콤달콤 블랙베리

<한국소비자원2013년자료>

전자상거래품목별평균구매가격

교육서비스 123만3059원

문화오락서비스 112만6920원

운수보관관리서비스 101만934원

가구 61만707원

전자상거래품목별피해사례

의류섬유신변용품 321%

신발 284%

가방 89%

양복 105%

간편복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