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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제작·배포
-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체크포인트 제공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 이용이 집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해외 대행서비스 관련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를
제작해 배포한다.
*

「

」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1): (’17) 15,684건 → (’18) 22,169건 → (’19) 24,194건 → (’20.8월) 21,209건
【 온라인 해외직구 유형별 소비자상담1) 현황 】
(단위: 건, %)
구
해

분

2017년

2018년

건 수

건 수

외

해외 구매대행

6,680

8,435

대행서비스

해외 배송대행

680

679

1,321

2,080

해외 직접구매

2019년

증감율
23.8
57.5

건 수
10,385
717
2,361

증감율
21.8
13.5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총 2종으로,
‘구매대행’ 이용가이드에서는 소비자피해 다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배송대행’ 이용가이드에서는 관련 용어와 이용절차,
주의사항 등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 국내 오픈마켓에 들어 온 구매대행, 이용이 쉬워진 반면 소비자피해 발생 위험 높여
최근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늘었으나 국내 구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
대행(해외배송)’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 등을 통해 구매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오픈마켓별로 해외 구매대행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 상품 상세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1)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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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해외배송)의 경우 결제 후 추가로 관 부가세, 국제 배송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물품 개수별 배송료나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구매대행(해외배송) 여부와 최종
지불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반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잦은 만큼
구매결정 전에 ‘취소 반품 환불’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해외 배송대행 업체별 서비스와 정보제공 수준 제각각,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해야
한편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로 직접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국제 배송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경우 해외
쇼핑몰, 배송대행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문제 발생 시 각 당사자 간 이해가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
*

* 해외쇼핑몰해외 현지배송업자-배송대행 사업자국제운송 및 국내 배송업자-소비자

해외 배송대행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슷한 서비스라도 비용이나 서비스
제공 범위 등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업체별 제공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 보고, 신속 배송/운송비용 절감/안전한 배송 등
배송대행 이용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해외직구 소비자불만‧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은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하는 한편,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소비자들이 주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

이번 가이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될 예정으로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리플릿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국제거래로 인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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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해외 구매대행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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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대행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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