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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

중도 해지 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돼 주의 필요

-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 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 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단위: 건, %)

*

구분
해지환급금
불만
결합제품
계약불이행
결합제품 품질,
A/S불만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지연
기타*
계

‘17

‘18

‘19

계(비율)

79

92

79

250(45.1)

53

16

27

96(17.4)

21

20

14

55(9.9)

25

11

9

45(8.1)

28

34

46

108(19.5)

206

173

175

554(100.0)

* 기타는 계약 당시 설명 미흡, 대금독촉(채권추심), 동의
없는 계약체결/연장, 사은품 제공 명목 계약연장, 사업자
불친절·업무 실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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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 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

*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씩
총 6곳 방문 조사

☐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 조사 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

*

* 상조 결합 상품의 가격을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검색해서 나온 온라인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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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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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상조 결합 상품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불만 현황

1

□ 최근

년 간(2017년

3

년)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 2019

1372

건임.

643

불만유형별) 불만 내용이 확인된

(

건 분석 결과, 해약 시 결합제품

554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250

그 다음으로는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건(17.4%)으로 나타남.

96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비율)

해지환급금 불만

79

92

79

250(45.1)

결합제품 계약불이행

53

16

27

96(17.4)

결합제품 품질,
A/S불만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지연

21

20

14

55(9.9)

25

11

9

45(8.1)

기타**

28

34

46

108(19.5)

계

206

173

175

554*(100.0)

* 총 643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건수임.
** 기타는 계약 당시 설명 미흡, 대금독촉(채권추심), 동의 없는 계약체결/연장, 사은품 제공 명목

○
-

계약연장, 사업자 불친절·업무 실수 등을 포함

결합제품별) 소비자상담

(

결합제품은
에어컨

가

TV

건에서

643

건(14.4%)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91

건(7.3%), 안마의자

46

개의 가전제품이 확인됨.

631

건(14.1%),

89

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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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결과

가. 상품 구조
□ (조사 대상)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 상조사업자(50개)* 중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
으로 확인된 10개 업체**의 12개*** 상품 거래조건
* 2019년 하반기 기준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50개) 사업자 홈페이지 및 유선 고객센터를
통해 총 10개 업체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 10개 업체 중 2개는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과 그 외 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어
총 12개 상품의 거래조건을 확인

□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약관 관련 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약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완 조사

□ 상조 결합 상품은 가입경로에 따라 가지로 구분
○ 가전제품 판매점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2

상조서비스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할인) 받는 방식

○ 그 외 경로 온라인
(

,

홈쇼핑, 모집인 등)를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 매매 계약이 결합된 형태

○ 가입경로별로 상품 구조는 약간 다르지만

,

납입금

100%

공통적으로 ‘만기 해약 시

환급’을 거래조건으로 내세움.

□ 계약기간 초기 가전제품 포인트
(

(

)

할부기간, 계약기간별로

회)에는 상조

24~60

결합 상품의 월 납입금에서 가전제품(또는 가전제품 대금 지원을 위한
포인트*) 할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조 납입금은 거의 없거나
가전제품(또는 포인트)할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가전제품 판매점을 통해서 가입하는 결합 상품은 소비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원받기로
한 금액만큼 상조회사와 포인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만기 해약 시 납입금 전액

○

(상조 납입금+포인트 납입금) 환급을 통해서 가전제품 대금을 지원(할인) 하는 구조임.

개 상품에 대해 가전제품(포인트) 할부기간의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납입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최소 0%부터 최대 37.4%
12

까지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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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인 경우가

개(58.3%)로

7

<가전제품(포인트) 할부기간 동안 월납입금 중 상조납입금 비율>
(단위: 개, %)

구분
0%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이상 20% 미만
20% 이상
계

개수(비율)
4(33.3)
3(25.0)
2(16.7)
1(8.3)
2(16.7)
12(100.0)

* 조사 대상 중 1개 상품은 가전제품 할부기간 중 납입금이 구간별로 3가지로 나뉘어, 3개 비율의
평균값을 내어 반영함.

나. 상조 결합 가전제품 대금과 시중가 비교
□ (조사대상)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50개)* 중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10개)**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1개)를 제외***한
9개 업체(9개 상품)
* 2019년 하반기 기준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50개) 사업자 홈페이지 및 유선 고객센터를
통해 총 10개 업체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
*** 상조사업자를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조사 방법)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대금과 해당 결합 상품에 속한 가전제품들의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
1) 업체 당 조사 대상 상조 결합 상품 1개를 선정한 후
2) 해당 상품 안에 속하는 TV, 냉장고(총 18개)의 온라인 가격을 ‘다나와’에서 검색하여
3) 온라인가격의 중앙값과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대금을 비교함.

□ (조사 기간) 2020. 5. 9 ~ 5. 24, 5. 27.(보완조사)

□ 상조 결합 상품에는

냉장고,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
제품이 포함되며, 같은 결합 상품 안에서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동일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음.
TV,

□ 상조 결합 상품에 설정된 가전제품 중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
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가격 중앙값 과 비교·조사함
TV

○

(

)

.

는 9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6.1%, 4.4%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0.9% 최대 172.6% 더 비쌌음.
TV

○ 냉장고는

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20.9%, 16.7%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3.1% 최대 120.8% 더 비쌌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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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 상품의 가전제품(TV, 냉장고) 가격 현황>

구
분

가전제품

상조 결합 상품의
가전제품 가격
(A,원)

김치냉장고,
1 ·219L
·49인치 TV

1,650,000

김치냉장고,
2 ·221L
·49인치 TV

1,500,000

·221L 김치냉장고
+소형냉장고 144L
+에어프라이어**,
3
·65인치TV
+에어프라이어**

2,376,000

냉장고,
4 ·350L
·50인치 TV

936,000

5 ·636L양문형냉장고,
·60인치 TV

1,788,000

냉장고,
6 ·333L
·49인치 TV

1,800,000

·402L 김치냉장고
+미니믹서기+9L오븐**,
7
·65인치TV
+미니믹서기+9L오븐**

2,358,000

8 ·221L김치냉장고,
·50인치 TV

1,800,000

냉장고,
9 ·328L
·65인치 TV

2,934,000

온라인 가격 중앙값*
(B, 원)

단위: 원, %
온라인가격 대비
상조 결합 상품의
가전제품 가격
(A/B, %)

49인치 TV
219L
김치냉장고

605,365 49인치 TV

272.6%

824,500 219L 김치냉장고

200.1%

221L
김치냉장고
65인치 TV
+에어프라이어

833,865 49인치 TV

179.9%

917,495 221L 김치냉장고
TV
1,430,455 65인치
+에어프라이어

163.5%

49인치 TV

221L김치냉장고
221L 김치냉장고
+144L소형냉장고 1,849,725 +144L소형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166.1%
128.5%

50인치 TV
350L 냉장고
60인치 TV
636L 양문형
냉장고
49인치 TV
333L 냉장고,
65인치TV
+미니믹서기
+9L 오븐
402L 김치냉장고
+미니믹서기
+9L 오븐,

996,400 50인치 TV
731,540 350L 냉장고
1,478,760 60인치 TV
양문형
1,452,750 636L
냉장고
959,430 49인치 TV
2,275,000 333L 냉장고,
65인치TV
2,465,510 +미니믹서기
+9L 오븐
402L 김치냉장고
2,832,400 +미니믹서기
+9L 오븐

93.9%
127.9%
120.9%

50인치 TV

996,400 50인치 TV

180.7%

221L김치냉장고 960,555 221L 김치냉장고
65인치 TV
1,257,890 65인치 TV
328L 냉장고 1,329,005 328L 냉장고

123.1%
187.6%
79.1%
95.6%
83.3%

187.4%
233.2%
220.8%

* 2020.5.27.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조회 기준
** TV, 냉장고와 소형 가전 등이 결합된 묶음 상품의 경우, 묶음 상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합과 결합상품에서 설정된 묶음 상품의 가격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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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서·약관 주요 내용 검토
□ (조사 대상)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 상조사업자(50개)* 중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
으로 확인된 10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서·약관 12개***
* 2019년 하반기 기준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50개) 사업자 홈페이지 및 유선 고객센터를
통해 총 10개 업체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 10개 중 2개 업체는 가전제품 판매점 전용 상품과 그 외 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어 총
12개 계약서를 검토

□ (조사 내용) 12개 계약서·약관의 「할부거래법」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조사 기간) 2020. 4. 16. ~ 4. 3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은 사업자가 상조서비스와 가전
*

제품이 별개의 계약인 점,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도록 규정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의2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선불식할부거래업자자율준수지침

○

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상조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 매매(렌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음.
12

<별개의 계약인 점에 대한 계약서 고지 예시>

□ 또한, 동 지침에서는 상조 사업자는 상조서비스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상조계약을 해약할 경우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함.
*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 시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상조상품 불입금에 전자제품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권고사항-4.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나-.<예시>

○ 그러나, 조사대상 12개 계약서 모두 상조상품 납입 총액에 ‘만기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더한 납입금 전액 지급을 계약조건
으로 설정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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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유치

하여 상조 사업자의 외형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상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 예시>

라. 가전제품 판매점 정보 제공 실태
□ (조사 대상)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 총 6곳
□ (조사 내용) 가전제품 판매원 설명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준수 여부 등
□ (조사 기간) 2020. 4. 27.

□ 지침에 따르면, 전자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됨.

○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6곳 중 4곳(66.7%)이었으며,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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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불만 사례

□ 계약해지 시 가전제품 비용 과다 청구
소비자 이ㅇㅇ씨(여, 50대)는 냉장고가 결합된 상조 상품 가입 후 중도 해지를 요구
했으나, 사업자는 냉장고 대금으로 300만원을 청구함. 소비자는 시중가(약 150만원)보다
지나치게 비싼 냉장고 대금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결합제품 인도 지연(계약불이행)
소비자 이ㅇㅇ씨(남, 50대)는 에어컨이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했는데, 3달 간 계속
에어컨 설치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월 납입금만 납부됨.

□ 결합제품 품질 불만
소비자 엄ㅇㅇ씨(남, 50대)는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안마의자를 수령
했으나 제품 불량(바퀴 수평 및 받침 조정 실패)이 발생함. 해당 불량에 대하여 A/S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주장하며
안마의자 대금을 계속 청구함.

□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최ㅇㅇ씨(여, 20대)는 김치냉장고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김치 냉장고를
배송 받음. 설치기사가 박스를 개봉한 후 코드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을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가입 당시 설명 미흡
소비자 황ㅇㅇ씨(남, 30대)는 가전제품 구입 시 적금에 가입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준다고 하여 상품에 가입했으나, 추후 적금이 아닌 상조서비스 가입임을 알게 됨. 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납입금 중 일부만 환급해 준다고 함.

□ 사은품을 대가로 만기 연장
소비자 박ㅇㅇ씨(여, 40대)는 세탁기 구매 대금을 지원(할인)받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함.
2년 뒤 사업자로부터 사은품을 수령했으나, 만기 후 납입금 환급 시기를 4년 더 연장
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하여 문제없다고 주장함.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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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주의사항

□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체결 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ㅇ 상조 결합 상품은 적금 등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판매 상품입니다.
- 상조서비스 및 가전제품에 관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합니다.
ㅇ 상조 결합 상품의 초기 할부기간 동안은 가전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납입금은 거의 없습니다.
- 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가전제품 할부금은 제외하고
상조 납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가전제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함에 유의합니다.
ㅇ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인 점에 유의하여 계약체결 전
가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특히, 상조 결합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