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소매업 종사자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표시: 뉴질랜드 소매업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입니다. 

 

통상위원회는 여러가지 뉴질랜드 사업 관련 호도 행동을 제재하는 1986 공정거래법 단속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가 여러분께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 할 때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점포의 잘못된 가격 홍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우려를 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많이 목격합니다. 가격에 관한 우려가 

작년 불만 사항의 큰 항목이었습니다. 

판촉은 상인에게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고, 할인 전략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흔합니다. 소비자는 

할인판매를 즐기고, 저희는 할인판매가 상인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가치 부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가격 주장이 과장되고 정확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정직한 가격인하와 가격 표기로 승부하는 판매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가격 책정과 할인 및 다른 판촉 행동은 법률 준수 교육과 단속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공정거래법 교육, 및 거래법 위반 시 처벌 및 기소를 통해 법률 준수에 헌신합니다. 

2016 년 Trustpower 의 잘못된 가격 판촉과 조건 홍보로 인해 $390,000 을 지불한 사례에 연이어서 

최근 뉴질랜드 사업 Bike Barn 이 잘못된 가격판촉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800,000 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잘못된 가격판촉으로 통상위원회로부터 기소된 몇몇 판매자에게 

법정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마다 사소한 부분은 다르지만, 대부분 가격 책정에 대한 아래의 사항들이 공통적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 된 할인: 소비자에게 이전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평소에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평소보다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판촉활동으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동. 

 기존가/할인가 할인: 이전 가격보다 인하된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행동.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 된 적이 없거나, “이전 가격”이라고 명시된 가격으로 

평소 판매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할인가 판매: 제품을 지속적으로 할인가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가는 

평소 가격보다 인하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동. 지속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 

할인가가 평상 판매가 

http://www.comcom.govt.nz/the-commission/media-centre/media-releases/detail/2017/bike-barn-fined-800k-for-misleading-pricing
http://www.comcom.govt.nz/the-commission/media-centre/media-releases/detail/2017/bike-barn-fined-800k-for-misleading-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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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정보: 소비자에게 광고된 가격이 지불해야하는 총액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추가 비용 

및 부담액을 작은 글씨로만 명시하는 행동. 

 세일 ‘마감 임박’, “재고 정리 가격”: 세일이 끝나거나 마감된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긴박감을 조성하는 행동. 

 한정수량 세일가: 일부 품목 외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99 부터” 또는 “$50 인하” 

같은 범위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세일이 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 행위.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 항목당 $600,000 까지, 그리고 개인은 $200,000 까지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을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진 및 경영진은 그 어떤 회사라도 경영하는 것을 

최대 10 년까지 금지합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제품에 

대하여 명시 할 때: 

 분명하고 혼동 여부가 없어야 하며, 

 정확성을 갖추고 할인가가 과장되거나 가격이 축소되면 안되고, 

 확실성을 갖추고 제품정보 관련 작은 씨의 세부 사항은 최소한으로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장 분량의 ‘가격 판촉의 대한 팁’이라는 가격 판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에서 PDF 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과 제품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팩트시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팩트시트는 때때로 업데이트 되며,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와 팁을 공유합니다. 저희 

팩트시트를 재방문해 주시고 어떻게 귀하의 사업과 관련되는지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규정 준수 절차 정책을 자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위반이나 준수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다면 개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Ritchie Hutton 배상 

조사 위원장 

http://comcom.govt.nz/dmsdocument/15467
http://www.comcom.govt.nz/fair-trading/fair-trading-act-fact-sheets/pricing
http://www.comcom.govt.nz/fair-trading/fair-trading-act-fact-sheets/fine-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