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201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2016. 1.



시정․처리요구사항 향후 조치 계획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송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소비자소송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 완료(‘15.8.)

- (소송지원 관리감독 강화) 소송지원 변호사의

소송 진행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예산지원 확대) 예산지원 대상을 집단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사건까지

확대, 소송의 승패여부를 불문하고 지원

□ 소비자소송지원제도 홍보 강화

- 조정 불성립 사건 신청인에게 발송되는

문서에 제도 안내문구 신설(‘15.12.)

- 기관 대표 SNS 등을 통해 소송지원제도

및 소송지원 사례 언론 홍보

□ 소송지원변호인단과의 협력 강화

-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 소송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조사·연구 과제와 관련한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의 회신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정책건의 회신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강화

□ 정책건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강화, 정책건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계류중(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5.4.1)

과제발굴→과제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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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 할 것

□ 불성립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의 조정결정

거부사실 공개하여 수락률 제고 유도

□ 분쟁조정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문 확대

- (교육)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 조정기

법·조정심리·조정갈등 관련 업무 전문화

교육 추진

- (자문강화) 필요시 분야별 전문위원회 자
문위원 위촉 등 자문 활성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비

해 피해구제 처리 건수가 미흡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 구제 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할 것

□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은 피해구제 전

단계인 상담에서 대부분 해소되므로 피해

구제 접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처리기간 단축) 피해구제 신청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 입증자료 안내

- (사법기관 공조) 관계기관(경찰) 협업을

통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사 등 피해

발생의 근원 차단

- (신속한 정보제공)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환급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

□ 홈쇼핑 및 오픈마켓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 피해보상을 유도, 657건(‘15.4.22.~12.31.)

처리

- 657건 중 172건(26.2%) 환급

* 조정신청 414건(63.0%) 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별사건 조정

결정

- 414건 중 149건은 조정 전 합의

- 414건 중 247건은 조정결정(‘15.11.4.)

* ‘13년에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20% 지급

* ’14년에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50% 지급

* ’15년에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100% 지급

- 414건 중 18건은 상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