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상품판매방송심의 의결내역
월

의결일

의결번호/심
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2017-01-04

2017-광고01-0002

1월

2017-01-11

2017-광고01-0003

CJ오쇼핑

HIT THE STYLE

1월

2017-01-18

2017-광고03-0013

GS SHOP

시원스쿨 패밀리탭

1월

1월

1월

2017-01-19

2017-020008

2017-01-19

2017-020009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GS SHOP

감개무량 초콩

최유라 쇼

화이트 키드니빈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 일반식품인 <감개무량 초콩>을 판매하면서, 일반식품의 경우 질병 치료의 효능을 강조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2016.11.29.화, 할 수 없음에도, 초콩의 원료인 쥐눈이콩(약콩)으로 탈모를 치료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
제115호)」제48조(식품)
10:30~11:30 하는 내용,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
제2항제3호, 제9조(법령
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의 준수)제1항

권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제5조(일반원
칙)제2항

권고

○ 학습교재상품인 <시원스쿨 패밀리탭>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전체가격에 대한 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6.12.31.토, 시없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할부금액만을 표시ㆍ언급한 것은 상품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12:50~13:50 지 않음으로써 가격 관련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해당하 제115호)」제40조(가격
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표시)

권고

○ 침구용품인 <노던구스 구스침구 풀세트>를 판매하면서, 방송중 판넬에서 보여준 깃털
은 ‘깃털 오라기’로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되고, 토퍼에는 ‘손상깃털’로만 100% 충전되
었음에도, 방송에서 이 사실은 은폐하고 마치 토퍼에도 ‘깃털 오라기’가 사용된 것처럼 시
청자를 기만하는 내용, 필파워(Fill Power)는 구스제품에 함유된 구스 소재의 복원력이라
는 매우 중요한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방송일 당시 노던구스 제품의 필파워에 대한
시험성적결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파워가 기본 800~900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표
현하는 등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동 제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동
방송에서 구스 제품의 디더스트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계 최초인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디더스트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를 보고 있
는 것으로 표현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노던구스 제품을 제조한 OBB 회사의
2016.09.29.목, 역사가 111년인 것임에도, 노던구스 제품 브랜드의 역사가 110년이 넘는다는 부정확한
21:45~23:50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트라움파스(TRAUMPASS)’는 독일 우모관리협회에서 우수한 품
질의 솜털과 깃털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Pass or Fail’로만 나뉘고 세부적인 등급이 존
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트라움파스’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최고’,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최유라 쇼는 그 어떤 방송도 제 방송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이 표현하는 내용, 동 방송에서 판매한 노던구스 이외의
제품은 새 털이 아니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다른 방송 및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구스
제품의 소재인 다운(down)을 세척(washing)하는 롯치(Lorch)사의 기계는 여러 대가 존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치사의 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 기계’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5조(일반
원칙)제2항, 제5조(일반
원칙)제3항, 제15조(한정
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주의

○ 일반식품인 <화이트 키드니빈(=흰강낭콩)>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다이어트 관련 건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기능식품으로 오인케하는 위법한 내용, ▲ 각종 영양소 함량을 미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2016.08.29.월,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제115호)」제9조(법령의
20:40~21:40
등 불필요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
준수)제1항, 제48조(식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품)제1항

주의

○ 의류 판매방송 'HIT THE STYLE'에서 <FUBU 남녀 앤드류 데님 세트>를 판매하면서,
2016.10.01.토,
제일모직이 해당 FUBU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11:35~12:09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