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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등 가격비교사이트 상품의

가격정보에서 옵션 가격이 포함되지 않

아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 비율이 7

2%에 달했다 배송비가 추가되거나 품

절로구입이어려운경우도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

와 에누리닷컴 비비 5개 가격비교사이

트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

과 필수옵션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가격이 추가되는 비율이 평균 72%에

달했다고지난 7일밝혔다

이는 제품구매항목에필수옵션이붙

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지만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

문이다 전체조사대상 810개 상품가운

데 약 58개 가량이 옵션 가격을 포함하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업체별로는비비가 93%로가격이불

일치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불일치율

이가장낮았다 다음쇼핑하우는 75%

에누리닷컴은 68%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스마트TV(244%)와 노

트북(222%) 데스크탑(20%) 여성용핸

드백기초화장품 세트(111%) 순으로

정보불일치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구두 냉장고 홍삼 등은 정보가

100%일치했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격을표시함에따라객실타입같은옵션

에따라가격이큰차이를보였다

이외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일치하는비율은 828%에 불과

했다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지만 가격

비교사이트에서는 무료배송이라고 표

시되는경우가많다

또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상품 일치율

은 98%였으며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연

결된상품이실제로구매가가능한경우

는 931%로나타났다 나머지는품절등

으로구입할수없는것으로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IPTV

서비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의 U+

TV G가가장높았다고 8일밝혔다

소비자원은이번소비자만족도조사는

최근인터넷을통해실시간으로방송ㆍ스

포츠중계등을시청하거나프로그램을다

시보기로즐길수있는 IPTV 서비스이용

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소비자에게알

맞은선택정보를제공하기위해실시했다

고설명했다

업체별종합만족도는 LG유플러스 U+

TV G가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KT

의 olleh TV 352점 SK브로드밴드 B

TV가 345점으로 뒤를 이었다 3개 업체

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53점으

로나타났다

부문별 만족도는 업체의 설비ㆍ기술

ㆍ직원에 대한 신뢰성 등 서비스 운영

과 IPTV 이용 시 즐거움ㆍ만족감 등을

반영한 서비스 체험 그 외 IPTV 가

입 IPTV 설치 IPTV 시청 등 5개 부

문에서 LG유플러스 U+ TV G의 만족

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KT olleh TV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한편 전국 IPTV 이용자는 지난해 1월

631만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892만명

으로 414%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정유업계가국제유가및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

을 내리면서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

어졌다

9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평균가격 89987원을웃돌았다

세전가격에▲교통에너지환경세529

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

원▲수입부과금 160원▲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

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186914원으로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

하는몫은 519%다 기름값에서배(공급

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가격이 계속떨어지는데비해세

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

기때문이다

18월 세전휘발유 평균공급가(당

89987원)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기

름값이 묘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이는환율을반영한국제휘발

유가격하락폭과비슷한수준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

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당 818

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

락했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10811

원에서 104164원으로 6647원(60%) 떨

어졌다 이에비해휘발유에부과되는

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 올해 96927

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

었다 결과적으로세금을더한최종판매

가는 2011년당 1천92926원에서올해

1천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

는데그쳤다

유류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

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고 나머

지교육세주행세등은여기연동하기때

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

정할방도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정

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만만치않아선뜻손을대기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

(201조9천65억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

세(13조2477억원)의비중은 66%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을충실히반영해휘발유가격을 내

려도 세금 때문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나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지역 취약계층 교육이동

상담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이동상담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지역 주민에게 신용사회

와보험을주제로보험피해예방교육을 법률전문가가소비생활관련법률상담을각

각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제공

IPTV 소비자만족 U+TV G가 최고

소비자원전남취약계층사랑나눔활동

1 평균 186914원 중

세금 96927원519%

공정거래위 네이버쇼핑등 5개사 810개 상품점검

필수옵션요금배송비품절등표시안한경우많아

못믿을가격비교사이트

7%는추가비용더내야

비비

다음쇼핑하우

에누리닷컴

네이버지식쇼핑

다나와

93

75

68

62

62

가격비교사이트가격불일치비율
(단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격내린휘발유 배보다배꼽이더크네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

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용이

아닌개인이사용하는용도로수입하는경

우일정금액이하에 대해서는세금을면

제해 주기 때문으로 해외직구의 급팽창

에는 이런 면세 혜택도 상당한 영향을 주

는것으로여겨진다

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자료에따르면 2009년이후지난 6월말

까지해외직구를통한수입은 3525만5000

건에 33억7800만달러로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

4%에불과했다납부세액은총 1097억원

이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통한목록통관은할수없지만 15

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

제혜택을받을수있다 연합뉴스

해외직구급성장 세금 혜택이한몫

15만원미만관세면제

인터넷 IPTV서비스만족도

종합만족도 서비스운영 서비스체험 IPTV가입 IPTV설치 IPTV시청 콘텐츠

361 362 364 331 342 342 285

352 352 353 329 339 339 287

345 346 346 327 375 322 284

평균 353 353 354 329 377 334 285

자료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