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 요약본
○ 이 요약본은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의 주요 목차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내용
제목

1. 약칭 및 효력일 : 이 법은 1993 소비자 보증법으로 인용됨
2. 해석
획득, 사업, 상품의 보증, 제조업자, 소유, 가격, 서비스 등 이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어의 해석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4. (1) 이 법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에 이법의 권리가 추가되는 것이며, (2)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해석되는 사항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다.

제 1 장
상품의 공급에 관한 보장
5. 권리 보장
판매자는 물건을 팔 권리가 있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소유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함
6. 적정한 상품의 품질 보장
7. 적정 상품의 품질의 의미
제6조에서 말하는 적정한 상품의 품질이란
(a) 상품의 종류에 따른 목적에 따르는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b) 상품의 외관 및 마감이 적절해야 하며
(c) 작은 하자가 없어야 하며
(d) 안전할 것

(e) 내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8. 특정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
9. 설명서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보증
10. 샘플과 그 품질이 동일할 것에 대한 보증
11. 가격에 관한 보증
12. 수선 및 여분 부품에 관한 보증
14.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 규정
15. 근로 및 재료에 관한 계약

제 2 장
상품 공급자에 대한 물건 하자보수권
16. 공급자에 대한 물건의 하자보수 청구권
17. 상당한 품질 보장에 관한 면제 요건

구제수단
18. 보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
19. 손해배상의 청구
21. 상품의 주요한 성질의 미비
22. 상품 거절권
(1) 소비자가 상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상품 수령의 이유 및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이 조에 따라 거절권을 행사한다.
(2) 상품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단(i) 상품의 성질이 소비자가 상품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보증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이거나
(ii) 그 크기나 무게 또는 부합정도 때문에

그 상품이 반환되거나 제거하고 이전하기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수거해 가야 한다.
(b) 이미 그 상품이 반환되거나 공급자가 물건을 회수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비자가 상품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절권에 통지를 할 때 공급자에게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다.
23. 소비자의 환불 또는 교환 선택권

제 3 장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권

25.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수단 청구권
26.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수단 청구권의 면제사유
27. 보증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선택권

제 4 절
서비스의 공급
28.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
30. 완료 기간에 관한 보증
31. 가격에 관한 보증
32. 서비스가 보증내용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권
33.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구제수단 면제사유
34. 근로 및 재료에 관한 계약
35. 계약 취소권의 적용
36. 중요 성질의 불이행
37. 취소에 적용되는 규칙
38. 취소의 효력

제 5 절
기타 규정

42. 수선 및 부품의 면제사유
계약에 따르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43. 업무상의 거래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43A. 비-계약 공급자의 책임 면제
44. 할부구매 계약에서의 손해의 산정
45. 대표자의 책임
46. 채권양수인과 채권자의 책임
47. 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