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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벌꿀인 사양벌꿀 제품

일부가 설탕꿀이라고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

가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최근시중에서파는 13개잡화꿀제

품의품질을평가한결과 사양벌꿀로확인된 2개제품이

광고와 표시사항에 사양벌꿀임을명시하지 않았다고 24

일밝혔다현행법규상 100% 천연벌꿀이아닌경우천

연등의명칭을사용할수없다 그러나관련규정이유명

무실한 탓에 설탕꿀이 천연꿀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어

양심양봉농가가피해를입는다는주장도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 평가 결과 지리산뱀사골토종꿀영농

조합법인이 생산한 향로봉벌꿀과 지리산토봉꿀은 천연

벌꿀(꽃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가

각각1389‰ 1359‰로사양벌꿀판정을받았다

나머지 11개 제품은 탄소동위원소비가 22‰ 이하인

천연벌꿀이었다 천연벌꿀은꿀벌이꽃꿀수액등자연

물을채집해벌집에저장한것을채밀한꿀이다

사양벌꿀 2개제품은사양벌꿀이라는표시가없을뿐

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 순수한 자연 벌꿀공해가

없는깊은곳에서토종꿀을채취등의문구를사용했다

향로봉벌꿀은 100g당 991원으로 천연벌꿀보다 저렴

하지만 지리산토봉꿀은 100g당 2233원으로 천연벌꿀

과비슷한수준이었다

식약처는사양벌꿀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표

시하도록하고있지만 자율표시기준이어서업체가표시

를생략할수있다 소비자가사양벌꿀을천연벌꿀로오

인할가능성이있어제조판매업체가정확한정보를제

공해야한다고소비자시민모임은강조했다

한편 클로버꿀(제조 스미티비 자기야 주식회사 수입

꽃샘식품)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검출량(13307

)이 기준치(80)를 초과했다 히드록시메틸푸르

푸랄은 벌꿀의 처리 가공 저장 중에 생기는 품질저하

지표성분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꿀등급판정기준을반영해품질

등급을평가한결과조사대상제품중1+등급은없었으

며 1등급과 2등급인제품이각각 6개 4개였다

품질 등급이 같아도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북부농업

협동조합에서제조(소분)한 2등급제품인하성잡화꿀과

농심안심야생꽃꿀은 100g당 가격이각각 3290원 1905

원으로 약 17배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벌꿀을 살 때

식품유형과원재료표시를꼼꼼히살피고 제품에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사양벌꿀여부를 확인해봐야한다고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천연벌꿀 둔갑한 설탕꿀 주의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은벌꿀을살때제품에식품정보를알려주는표시가없거나가격이너무저렴하면사양벌꿀여부

를꼭확인해봐야한다고당부했다

벌에설탕물먹여생산 사양벌꿀

제품 의무표시관련규정없어

소비자양봉농가피해잇따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공청소기가 제품에 따라

소음 흡입력등에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시중에서파는진동청소기가운데보

급형8종과기능이다양한고급형6종등제품총14종의

품질과안전성을평가한결과를최근발표했다

청소시조용한지를평가하는소음시험에서 5개제품

이 매우 우수 4개 제품이 우수 5개 제품이 각각 보

통 등급을받았다

먼지등을빨아들이는능력인최대흡입력은최저 172

W(로벤타 RO7824KO) 최고 422W(삼성전자 VC442

LLDCUBN)로제품별로최대 24배차이가났다

다만 172W제품도가정에서마루나장판바닥을청소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

다

미세먼지방출량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방출한 7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

수 제품이 5개 보통 제품이 3개였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대부분 제품이 표시등급과

비교해 같거나 높았다 다만 더트데빌 DDC88QP1K

는 에너지 소비효율표시값은 2218%인데 실제측정값

이 1769%여서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에 부적합했

다

5개 제품은제품표면이나포장에흡입력과소비전력

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인하

지않도록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소비전력과흡입력은같은단위기호(W)를 사용하는

데그의미는다르다 소비전력의W는사용전력 흡입

력의W는흡입하는힘을뜻한다

가격은 온라인몰 최저가 기준 고급형 제품인 다이슨

DC46이 67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보급형인 더트레

빌DDC88QP1K가 11만6천90원으로가장낮았다

안전성측면에서는모든제품이누전감전위험성 평

상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외관에이상이없었다

소비자원은 진공청소기에 붙어 있는 라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미세먼지방출량 등의 정보가 있으므로

구매시꼼꼼하게확인하는것이좋다고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에수입되는완구유아용품과전

기용품을점검한결과 안전기준에맞지

않는제품이대량으로적발됐다 중국산

아동 의류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

는 납이 검출돼 당국이 리콜 조치를 하

고있다

관세청은지난 9월부터산업통상자원

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이들

수입품에대한 통관단계안전관리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불법불

량제품 67건을적발했다고밝혔다

이번에적발된불법불량제품의수량

은 총 18만개에 이르며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물건으로확인됐다

안전인증을받지않는등불법제품이

55건으로 약 10만6000여개 품질이 좋

지 않은 불량제품이 12건으로 7만3000

여개에달했다

적발된제품 가운데는 조명기구가총

40건으로가장많았는데최초인증을받

을 때와 다른 부품을 썼거나 전기강도

절연내역이 기준치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내에 이미 유통된 여아용 메

탈모직원피스의경우납함유량기준치

인 90의 25배 이상인 2263

이검출되는등아동의류 2건에서납함

유량이 안전기준을초과한것으로드러

났다

완구의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KC)

표시를위반한동물봉제인형등 13건이

적발됐다

한 유아 식탁의자제품에서는 다리가

한쪽으로 들어올려져 옆으로 넘어지는

결함이발견되기도했다

인천세관은통관전에적발된제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판매처에 반송

했으며통관이된것들은국가기술표준

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

reakr)를 통해 목록을 공개하고 리콜

조치를진행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은세관에서수입승

인서만확인했기때문에서류위조및부

품불법교체여부를확인하는것이어려

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를확대해통관단계에서불법

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것이

라고밝혔다 연합뉴스

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

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차량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교환환급 등

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

2013년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발

생한피해는총 702건이다

이가운데국내제조사차량은기아차

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186

건) 한국GM(116건) 르노삼성(79건)

쌍용차(14건)가그뒤를이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69건) 현

대 싼타페(52건) 르노삼성 SM3(39건)

기아 모닝(31건) 기아 뉴 스포티지(29

건) 순이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

스벤츠 9건 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

로버볼보각5건이었다차종별로는폭

스바겐 파사트 6건 BMW 쿠퍼벤츠

ML280 각 4건등이었다

시동꺼짐현상이최초발생한주행거

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2만 96건(13

7%) 2만3만 59건(84%) 이었다

정비이력이 있는 차량 483대의 정비

부위는 전자계통(408%) 연료계통(32

7%) 전기계통(182%) 엔진계통(62%)

순으로많았다

또시동꺼짐피해를본 128명을조사

한결과 562%가처음시동꺼짐이발생

한시기가출고 2년미만이라고답했다

602%가 가속시시동꺼짐을경험했

고 391%는시동꺼짐으로 4회이상 수

리를받았다 하지만 461%는수리후에

도시동꺼짐현상이개선되지않았다

그럼에도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7%에 그쳐 자동차 중

대 결함에대한교환환급조건을완화

할필요가있다고소비자원은강조했다

자동차운행중시동이꺼지면조향장

치나제동장치의기능이떨어져운전자

안전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
연합뉴스

수입완구유아용품전기용품점검해보니

안전기준불합격제품무더기발견

중국산의류선기준치초과납검출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속출

교환환급 조치제대로안돼

가정용진공청소기제품따라소음흡입력 천차만별

소비자원 14개제품품질안전성평가

소음시험 5개 제품만 매우 우수

흡입력은최대 24배까지 차이나

3년간 702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