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상품판매방송심의 의결내역
월

의결일

의결번호/심
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2월

2017-02-08

2017-광고03-0011

CJ오쇼핑

○ 의류(크리스찬라크루와 리미티드 울재킷)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제품별 울 함량
이 차콜그레이 재킷 43%, 다크네이비 재킷 42%, 다크와인 재킷 43%임에도, 울 함량에 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크리스찬라크루와 리미 2016.12.10.토, 해 좌측자막과 전면자막으로는 42~50%, 우하단자막으로는 “울 최대 50%”, 쇼호스트 멘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티드 울재킷 세트
17:30~18:40 트로는 “최대 50%”, “50% 들어간 색상도 있습니다” 등과 같이 밝혀, 사실과 다른 허위(울 제115호)」제5조(일반원
함량 50% 제품을 판매함)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칙)제2항
바, '권고'로 의결함.

2월

2017-02-08

2017-광고03-0012

GS SHOP

○ 일반식품(과채가공품)인 <박지윤의 욕망스무디> 판매방송,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박지윤의 욕망스무디 특 2016.12.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별전
22:40~23:40 인ㆍ혼동할 수 있는 작용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115호)」제9조(법령의
중 제품에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는 바, '권고'로 의결함.
준수)제1항

권고

○ 이미용품 <약손명가 양악 피부 리프팅 프로그램>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TV홈쇼핑에
서 유일하게 골기밴드와 V리프팅팩을 판매한다"고 밝혔으나, NS홈쇼핑이 2017년 1월 1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약손명가 양악 피부 리프 2017.01.12.목,
일(화)에 동일 제품을 유사한 구성('골기밴드와 V리프팅팩 20매' 2세트)으로 79,900원(자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팅 프로그램
09:25~10:25
동주문 천원 할인, KB 5% 청구할인, 최저 74,955원/무3)에 판매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일반원칙)제2항
허위에 해당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 이미용품(약손명가 골기 리프팅) 판매방송에서, 약손명가 에스테틱에서 직접 관리를 받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10.화, 은 사람의 관리 전ㆍ후 얼굴을 본뜬 석고본을 비교하여 얼굴이 작아진 효과를 강조하면서,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08:20~09:20 에스테틱 관리 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일반원칙)제3항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 <리솜리조트 스파클럽 회원권> 소개방송에서, 리솜리조트의 재무적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완전자본잠식, 워크아웃)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10년 만기 시 100% 전액 환급”,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리솜리조트 스파클럽 회 2016.11.06.일,
사이, 그냥 여러분들 리조트에 딱 맡겨주시고, 마치 그 이자로, 지금 보시는 이 스파 이용 제115호)」제5조(일반원
원권
21:35~22:35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만기되면) 1원짜리 1장 빼지 않고, 다 돌려드려요.”라 칙)제2항, 제5조(일반원
고 언급하는 등 구매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
칙)제1항
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경고'로 의결함.

경고

2월

2017-02-08

2017-광고05-0025

CJ오쇼핑

2월

2017-02-08

2017-광고05-0026

NS홈쇼핑

2월

2017-02-09

2017-030017

K쇼핑

2월

2017-02-09

2017-030018

홈앤쇼핑

2월

2017-02-15

2017-광고05-0024

CJ오쇼핑

2월

2017-02-22

2017-광고06-0044

홈앤쇼핑

약손명가 골기 리프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주의

○ 인터넷 영어학습 <야나두 니포우포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야나두의 <10분 단위 학습
방법>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방송하고 있으나, 방송에서 인용된 특허(특허번호 제10「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야나두 기초영어회화 무 2017.01.02.월, 1602665호)는 온라인 상의 학습 미션(목표점수 설정 및 공유, 학습계획 수립, 학습일지 작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제한 수강권
23:50~01:00 성 등)을 이용한 학습관리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학습관리 서버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으
(일반원칙)제2항
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 전동운동기기인 <유승옥 쉐이크보드>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를 산책ㆍ조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03.화, ㆍ2단 줄넘기ㆍ100m전력질주 등과 유사한 것 처럼 표현하는 내용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19:30~20:10 동기기의 운동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일반원칙)제3항
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천호식품

유승옥 쉐이크보드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천호식품>의 건강기능식품 4종 소개방송에서, 홍삼제품에
2016.11.14.월, 쓸 수 없는 카라멜 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소개하고, (사)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18:50~19:30 통해 사용이 금지된 영상과 자막, 멘트 등을 방송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권고

2월

2017-02-22

2017-광고06-0045

현대홈쇼핑

2월

2017-02-22

2017-광고06-0046

아임쇼핑

2월

2017-02-22

2017-광고06-0048

W쇼핑

알파 슬리머

○ 전동운동기기인 <알파 슬리머>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를 걷기ㆍ빠른 걷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6.11.08.화, ㆍ달리기와 유사한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 일반 실내 운동과 알파 슬리머의 운동을 비교하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18:40~19:35 는 내용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기기의 운동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제115호)」제5조(일반원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칙)제3항

○ 전동운동기기인 <박초롱의 엘브릭스 진동운동기>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를
박초롱의 엘브릭스 진동 2017.01.26.목, 걷기ㆍ빠른 걷기ㆍ달리기와 유사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동기기의 운동
운동기
23:40~00:40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
로 의결함.
○ 전동운동기기인 <유승옥의 바디쉐이크 진동운동기>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
유승옥의 바디쉐이크 진 2017.01.04.수, 를 워킹ㆍ조깅ㆍ러닝 등과 유사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동기기의 운동효
동운동기
05:12~06:12 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일반원칙)제3항

권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
(일반원칙)제3항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