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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2012년 6월 한 통신사

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가입했다 그런

데 최근 접속이 잘 되지 않아 장비를 바꿨

다 그런데도계속접속이안돼해지신청을했다 그

랬더니업체에서30만원을물어내라고했다아직약

정기간이남아있으니위약금을내야한다는황당한

통보였다

4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해 6월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A사의 초고속 인

터넷 서비스 요금이 다달이 빠져나가고 있

었던 것이다 박씨는 재작년 4월 A사의 서비스를 해

지하고 B사에새로가입했다 서비스약정기간이끝

난터라A사는순순히기기를회수해갔다그런데알

고보니 1년이넘도록해지가안돼꼬박꼬박돈을물

고있었던것이다

최근 집집마다 인터넷을 쓰면서 호갱(호구와 고객

의합성어) 취급을당하는피해고객들이늘고있다한

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접수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피해구제가205건이라고지난20일밝혔다전

년 같은 기간(161건)보다 273% 늘었다 이 가운데시

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가입자 100만명당피해소비자가가장많은사업

자는LG유플러스로 216건이었다 그뒤는 SK브로드

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해지관련이가장많았다 박씨사

례처럼 해지가제대로처리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부

과되는 등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294%를 차지했다

약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

도 171%였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

돼발생한부당요금청구분쟁(141%)도적지않았다

이런피해가끊이지않는것은대형통신사간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많고 약정 기간 설정이나 TV휴대전화와의 결합

등으로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졌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 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

우는 689%였다

사업자별피해 구제합의율은 KT가 561%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로 797%였다

SK텔레콤은 75% SK브로드밴드는 676%로 나타났

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에가입할때약정기간과위약

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계약서

사본을잘보관해야한다며 해지 신청후에는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LG유

플러스와KT측은 전체민원발생수준은매우미미

하다고해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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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초고속가입초저속해지

�

�

����

����

�����������

(단위건 100만명당)

2014년 1월10월접수건수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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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지난해 110월 서비스피해구제 205건

해지안돼요금부과 29%위약금분쟁 17%

약정기간위약금명시하고계약서잘보관해야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주스의 설탕 함량이 지

나치게많은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원이최근시판중인오렌지과일주스(과즙

함량 95%이상) 11개오렌지과일음료(과즙 10%이

상 95% 미만) 4개 등 오렌지주스 15개 제품을 대상

으로 조사한 품질비교가격정보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의당함량(1인제공량200ml 기준)이비교적높

은것으로드러났다

오렌지과일주스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평

균 1895g으로 나타났다 고칼슘오렌지100(웅진식

품)이 2351g으로 가장 많았고 델몬트오렌지100

(롯데칠성음료)이 1517g으로가장적었다

오렌지과일음료의경우는평균 1522g으로 썬키

스트후레쉬오렌지(해태음료)가 1855g으로가장많

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고칼슘오렌지는 1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

구(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47%나 섭취하게

되는것으로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15개 중 11개 제품

이 단맛을 높이기 위하여 백설탕 액상과당 등을 제

조 과정에서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공식

품중특히음료류

를통한설탕섭취

가늘고있는만큼

지속적인저감화정책을추진하고제조과정에서설

탕 추가 첨가를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비타민C는 오렌지 과일주스의 경우 4867147

98mg으로평균8724mg을함유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썬키스트훼미리멀티비타100오렌지(해태음

료)가 14798mg으로가장많았고 365유기농아침오

렌지주스(서울우유)는 4867mg으로가장적은것으

로나타났다 오렌지과일음료의경우는평균 6199

mg을함유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델몬트콜드오렌지 델몬트

스카시오렌지 썬키스트후레쉬주스박스오렌지

100 썬키스트훼미리멀티비타100오렌지 썬키스

트후레쉬오렌지 등 5개 제품의 나트륨함량 표시가

기준에부적합했다

오렌지 주스제품은 나트륨의 측정값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함에도일부제품은 5배이상차이

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

아의거짓과장광고를적발했다고최근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쇼핑업체인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케이블방송 인터넷쇼핑몰등에서부엌용칼

인 100년장미칼을판매하면서이칼로티타늄골프

채 무쇠자물쇠등을자를수있는것처럼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

타늄이나무쇠보다무른 재질로만들어진제품인것

으로조사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9월 책자를 통해

2013년식V40 차량을 광고하면서이차량에 어댑티

브크루즈컨트롤(ACC) 및큐어시스트 기능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

이달리면서앞차와의거리에따라자동으로가속감

속 정지하도록하는기능이다 하지만 2013년식 V40

모델에는이기능이장착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

공정위는제이커머스에시정명령을내리고과태료

500만원을부과하면서공정위제재를받았다는사실

을인터넷홈페이지에 7일간게재하도록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시정명령과함께공정위제

재를받았다는사실을중앙일간지를통해한차례공

개하라고했다 연합뉴스

오렌지주스는 설탕 주스

고칼슘오렌지 1잔만 마셔도 1일 권고량 47%

부엌칼로티타늄절단?

공정위 과장광고제이커머스에과태료

겨울에즐겨먹는따끈한국물면요리에

나트륨이지나치게많이들어있는것으

로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에의뢰해서울지역 50개음식점

에서파는우동 짬뽕 해물칼국수의 나

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

다

3개 메뉴의 1인분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각각

22987 37807 26711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정한나트륨 1일권장섭취량인 2000을모두 초과했다

특히짬뽕은한그릇만먹어도나트륨 1일권장섭취량의약 18배를섭취해 나트륨을

과다섭취할우려가있다

조사한짬뽕가운데나트륨이가장많이든짬뽕은 1인분에 57699나들어있어 1일

권장섭취량의 29배에달했다

한편칼륨은체내에서나트륨과상호작용을해 나트륨의배설을도와주는 영양소로

WHO는 100이상섭취하도록권고하고있다 나트륨과칼륨의섭취비율을 1대 1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메뉴의 나트륨과

칼륨비율은우동 88대 1 해물칼국수 48대 1짬뽕 43대 1로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면요리에는밥보다소금이많이들어가므로칼륨이많이든채소

등다른재료를충분히같이섭취하는것이좋다고당부했다 연합뉴스

국물면요리 나트륨범벅

짬뽕 1그릇만먹어도 1일 권장량의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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