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제19800호 ��
소비자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폭발적

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와 해외 판매사업자 간의 분쟁

도 늘어나 관계당국이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

련키로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이용건수는 1000만건 거래금액은 10억달러를 각

각돌파했다 2010년 205만건 2억2000만달러이던이용

규모는 2012년 510만건 4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115만건 10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

어 5월까지해외직구를통해국내에들어온물품은 630

만건으로작년같은기간에비해 51%증가했다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많아졌다 소비자원

에 접수된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해외직접구매경험이있는 1000명을대상으

로조사한결과조사대상자의 40%가불만과피해경험

을갖고있었다

배송지연이나분실등배송관련피해가 35%로가장

많았고 제품이 불량하거나 파손된 경우도 25%로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현금 결제의

경우 사업자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미배송 등 사기성

쇼핑몰에 의한 피해에 취약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도어려운상황이다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관세사를통한전자상거래환급건수는2010년 127

건에서 2012년 952건 지난해 1039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833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

으로해외소비자의역직구로증가하고있어국내사업자

와해외소비자간의분쟁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국내 소비자를 타깃으로 쇼핑

몰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이용실

태와피해유형을분석한뒤 국내소비자와국내사업자

에유리한쪽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키

로했다 국내법적용이어려운경우에대해서는분쟁해

결플랫폼의운영주체에따른유형(민간ㆍ공공기관ㆍ제

3의형태등)별로장단점을분석해국내현황에가장알

맞은유형을찾아볼계획이다 공정위는이같은분쟁해

결 모델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 사업

자도이용할수있다고내다봤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역직구 병행수입 등의 종

합적인 해외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를 하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외직접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지속한다 관세청은통관포털(UNIPASS)

을 정비해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

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

다손쉽게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직장인 이모씨는 중복에 몸보신용

으로 먹으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즉

석전복삼계탕을샀다 인터넷에서본

상품 성분 표시에는 닭 50% 전복 3

33% 라고 적혀 있었는데 막상 받은

제품에는 닭 355% 전복 17%라고

표시돼있어속은느낌이었다

이처럼 식품의 온라인상 제품 설명

과 실제 성분 표시가 다르거나 식품

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

만이증가하고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 소비자상

담센터가 접수한 식품 표시광고 관

련 소비자 불만이 2012년 738건에서

지난해 822건으로 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불만 상담 건

수도689건에달해지난해같은기간보

다 5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에대한불만이401건(582%)

으로가장많았다 표시량보다실제용

량 부족 (237건344%) 성분 표시 오

류(35건51%)가그뒤를 기었다

식품 종류별로는 건강식품이 364건

(528%) 생선과일곡류등농축수산

물 183건(266%) 과자음료육가공

품등가공식품98건(142%)순이었다

예를 들면 팔도 불낙볶음컵과 삼양

불닭볶음면은 각각 상품명과 제품 사

진에 낙지와 닭이 포함돼 있으나 액

상스프중이재료의비율은각 07%

(내용량 07g) 085%(내용량 09g)에

그쳤다

아워홈 손수갈비탕은 표시된 소갈

비 내용량이 18%로 90g이 들어있어

야하지만실제양은 658g이었다

한편 과대과장광고 관련 불만 중

에는주로섭취효과를 뻥튀기한 건

강식품이많았다고연맹측은전했다

연합뉴스

상품받아보니

광고에속았네

소비자연맹불만사례발표

허위과장용량 부족일쑤

낙지사진이제품포장지에는크게들

어가 있지만 실제 함량은 07%인 팔

도 불낙볶음면

A씨는 지난해 치킨 가맹본부인 B

사와계약을체결하고 4억2000만원의

투자비용을들여가맹점을열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 정보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턱없이부족했다 이에 A씨

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가맹계약을 해

지하고투자비용전액을돌려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

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천157건을 처리하고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5일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280

건으로작년같은기간(1천161건)보다

119건(102%) 증가했다 처리건수

(1157건)는작년같은기간(1088건) 대

비 69건(63%) 늘었다

공정위관계자는 건설경기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데다 비용을 들

이지않고분쟁을신속하게해결할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

면서 접수처리 건수가 늘어난 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경제적성과 563억원은피해구제액

과 절감된 소송비용 등을 합한 것이

다

분야별로는하도급분야가 688건으

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등의순이었다

분쟁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

래조정원의 접수 사건이 1022건으로

대부분이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125

건) 대한건설협회(110건) 중소기업

중앙회(22건)가뒤를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가 끝까

지 진행된 716건 중 85%(610건)가 최

종적으로조정이성립돼작년같은기

간(88%)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사

건의평균처리기간은 35일이었다

연합뉴스

억울한거래공정위신고하세요

올해분쟁조정 1157건처리

비용없고신속해결 인기

올해 5월까지 630만건 이용동 기간대비 51% 증가

불만건수 2012년 1181건작년 1551건 31% 급증

해외구매 지원센터 구축 등 정부 각종 대책 수립 마련

일부아동용의류에서내분비계 장애물

질(환경호르몬)이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전순옥 의원실과 함

께올여름신상품으로출시된 78세남아

용청바지 23개셔츠 22개제품에대해안

전성조사를진행한결과닥스키즈 베베

알로봇 타미힐피거키즈 폴스미스주니어

등 12개브랜드의옷에서내분비계장애물

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NPEO)가 검

출됐다고7일밝혔다

이 중 베베와 알로봇의 경우 유럽 섬유

환경인증기준의기준치(250)보다 4

배 이상 많은 10321 1059이

각각검출됐다

특히 베베 제품에서는 옥티페놀에톡시

레이트(OPEO) 성분도 나왔다 세정제에

주로 사용하는 NPEO는 위해성 우려 탓

에 유럽의 경우 2003년 사용을 제한한 물

질이다 전체 45개 중 7개 제품은 국가기

술표준원의안전품질표시기준에부적합

한것으로조사됐다

ASK주니어 셔츠는 납 성분이 기준치

(90)의 14배인 1285검출됐고

닥스키즈 리틀뱅뱅 빅애플키즈 아르마

니주니어트윈키즈등5개브랜드의 청바

지는 pH(수소이온농도)가기준치(407

5)보다높은 80으로나타났다

또 25개 제품은 작은 부품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13개 제품

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권장기준(일광견

뢰도마찰견뢰도)에미달했다

한편 조사대상 청바지 23개의 가격은 2

만9000원부터 18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품질이우수한제품은아워큐주니

어(2만9900원) 짐보리(4만3000원) 캔비

즈(3만6293원) 등이었다

셔츠 23개의 가격은 1만6171원부터 11

만6704원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블루테

일(9만9665원)과 트리시(2만9900원) 등의

품질이우수했다

녹소연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pH 납

함유량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된 의

류를 생산한 업체가 품질 개선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

로 사용금지가 확산한 NPEO와 OPEO

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안전품질표시기준을위반한제품

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치를 건의할 계

획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일부아동복서환경호르몬검출고가브랜드도다수

녹소연 78세 남아용청바지 23개셔츠 22개 조사

세제성분등인증기준치초과어린이건강우려

해외직구 늘어가는데 분쟁 해결은 막막
<직접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