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상품판매방송심의 의결내역
월

의결일

의결번호/심
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3월

2017-03-08

2017-광고07-0060

GS SHOP

쿠쿠 2016 전기레인지

○ 주방가전제품인 <쿠쿠 2016 전기레인지>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이미 가동 중(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22.일, 온기능 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동하는 것으로 실연(냄비의 물을 끓이는 가열 실연)하
심의에 관한 규정」제35
06:00~07:50 여 가열효과를 과장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
조(실연·실험·조사)제2항
로 의결함.

권고

3월

2017-03-08

○ 온라인학습 <박문각 공인중개사 평생회원반> 소개방송에서, 총 47개의 박문각 공인중
개사 학원 중 3곳(강남, 노량진, 종로)의 평균 합격률만 산출하여, 박문각의 평균 합격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광고박문각 공인중개사 평생 2016.12.15.목,
롯데홈쇼핑
이 2015년 공인중개사 합격률(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 대비 3배라고 강조함으로써, 부분 심의에 관한 규정」제5
08-0073
회원반
23:50~01:10
적 사실을 통해 전체적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조(일반원칙)제4항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2017-03-08

2017-광고08-0074

엠베스트

○ 학습교재상품인 <엠베스트> 소개방송에서, 강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생 강좌평의
만족도가 총 5단계(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 부족, 매우부족)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6.12.27.화, 나, 이 중 3단계 이상(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수강생 만족도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09:20~10:25 100%', '수강생 만족도 99.1%'라고 고지하는 등 수강생 만족도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115호)」제5조(일반원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
칙)제3항
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BRTC비타민크림

○ 기능성화장품 <BRTC 비타민 크림>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화
장품 판매방송에서 2015년 9월 촬영한 자신의 피부와 현재의 안면부의 피부상태를 비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하며 각각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결과만으로 개선되었다고 표현하는 허위 내용, 피부가 두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2016.12.28.수, 꺼워지는 효과가 없음에도 “피부 두께가 쫀득쫀득 살짝 두꺼워져요.”, “살이 약간 두꺼워
제115호)」제5조(일반원
00:10~00:50 지면서 살찐 듯한 그 느낌을 딱 받는 것이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피부 관련 시
칙)제2항, 제53조(화장
술(물광주사, 필러)과 은유적으로 비교하며, 보다 자연스럽게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품)제3항제1호
고 표현하는 등 의약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
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경고

경고

3월

3월

2017-03-09

2017-050029

GS SHOP

홈앤쇼핑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3월

2017-03-09

2017-050030

CJ오쇼핑

○ 공산품인 <유승옥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에 대해
쇼호스트가 "이를테면은 줄넘기 진짜 우리가 5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줄넘기 지금 분
당 한번 1,000번을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쉐이크보드 이상 운동 더 많이 되는 제품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분당 줄넘기를 몇 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 2016.12.13.화,
기가 진짜 힘든 운동이에요. 조깅, 언덕 오르는 것보다 훨씬 힘든 운동인데 줄넘기를 분당 심의에 관한 규정」제5
동운동기
18:40~19:40
1,000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운동효과 최곱니다." 라고 언급하는 등, 동 제품이
조(일반원칙)제3항
줄넘기(1,000회/분)ㆍ달리기(운동장 10바퀴, 단거리 20m 왕복)ㆍ농구(한게임) 등과 유사
한 것 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표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3월

2017-03-09

2017-050031

CJ오쇼핑+

○ 공산품인 <유승옥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 판매방송에서, 동 운동기기의 효과를 헬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 2017.01.30.월, 장 트레이닝(뛰기 30분+근력운동 1시간+스트레칭 10~20분)ㆍ줄넘기(고강도 10분,
심의에 관한 규정」제5
동운동기
19:45~20:45 1,000번/분)ㆍ달리기(100m 전력질주) 등과 유사한 것 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조(일반원칙)제3항
관련 심의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주의

권고

3월

2017-03-15

2017-광고현대홈쇼핑
09-0100

SK렌터카

○ 렌탈상품인 <SK렌터카> 소개방송에서, 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0원"이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으나, SK렌터카 홈페이지의 「SK 장
기렌터카 소개」에 따르면, "월 대여 요금에 세금,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08.일,
라고 고지하고 있어, 렌트카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트비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2:40~23:50
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조(일반원칙)제2항
다고 표현하는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함. 이는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3월

2017-03-15

2017-광고09-0103

KB렌터카

○ 렌탈상품인 <KB렌터카>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렌터카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터
비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취등록비, 자동차세, 보험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2.16.목,
이자비용 모두 0원" 등과 같이 고지하여, 장기렌터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1:22~22:22
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심의규
조(일반원칙)제2항
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2017-03-15

2017-광고09-0104

홈앤쇼핑

해피콜 뉴 IH 진공냄비

○ 주방용품 <해피콜 뉴 IH 진공냄비>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
는 냄비를 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동 냄비의 진공상태는 뚜껑의 진공밸브를 뒤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2.06.월,
젖히면 풀리게 되며, 동 제품의 이전 모델을 홈쇼핑에서 시연했을 당시 진공밸브가 젖혀
심의에 관한 규정」제29
22:10~22:50
져 내용물이 쏟아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뜨거운 국물이 담
조(안전성)제1항
긴 냄비를 쇼호스트에게 흔드는 행위를 연출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CJ오쇼핑

○ 주방용품 <NEW 해피콜 IH 진공냄비 세트>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에게 뜨거운 국물
이 담겨있는 냄비를 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
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동 냄비의 진공상태는 뚜껑의 진공밸
NEW 해피콜 IH 진공냄 2017.01.20.금,
브를 뒤로 젖히면 풀리게 되며, 동 제품의 이전 모델을 홈쇼핑에서 시연했을 당시 진공밸
비 세트
15:39~16:39
브가 젖혀져 내용물이 쏟아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쇼호스트에게 흔드는 행위를 연출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29
조(안전성)제1항

권고

GS SHOP

○ 주방용품인 <NEW 해피콜 IH 진공냄비 세트>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에게 뜨거운 국
물이 담겨있는 냄비를 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
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동 냄비의 진공상태는 뚜껑의 진공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NEW 해피콜 IH 진공냄 2017.01.06.금,
밸브를 뒤로 젖히면 풀리게 되며, 동 제품의 이전 모델을 홈쇼핑에서 시연했을 당시 진공 심의에 관한 규정」제29
비 세트
19:35~20:40
밸브가 젖혀져 내용물이 쏟아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뜨거운
조(안전성)제1항
국물이 담긴 냄비를 쇼호스트에게 흔드는 행위를 연출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2017-03-15

2017-광고롯데홈쇼핑
09-0107

○ 주방용품 <해피콜 NEW IH 진공냄비>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
겨있는 냄비를 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
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동 냄비의 진공상태는 뚜껑의 진공밸브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해피콜 NEW IH 진공냄 2017.01.18.수,
뒤로 젖히면 풀리게 되며, 동 제품의 이전 모델을 홈쇼핑에서 시연했을 당시 진공밸브가
심의에 관한 규정」제29
비
19:40~20:40
젖혀져 내용물이 쏟아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뜨거운 국물이
조(안전성)제1항
담긴 냄비를 쇼호스트에게 흔드는 행위를 연출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2017-03-15

2017-광고09-0108

○ 주방용품 <해피콜 NEW IH 진공냄비>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
겨있는 냄비를 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
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동 냄비의 진공상태는 뚜껑의 진공밸브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해피콜 NEW IH 진공냄 2017.01.22.일,
뒤로 젖히면 풀리게 되며, 동 제품의 이전 모델을 홈쇼핑에서 시연했을 당시 진공밸브가
심의에 관한 규정」제29
비
19:25~20:30
젖혀져 내용물이 쏟아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뜨거운 국물이
조(안전성)제1항
담긴 냄비를 쇼호스트에게 흔드는 행위를 연출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2017-03-22

○ 화장품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기초세트> 판매방송에서, <수려한 리얼 녹용 콜라겐
기초 라인>에 포함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진피조직까지 흡수되는지 여부 및 콜라겐 효능
에 대한 입증 없이, "자꾸만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고 쳐졌을때 빵빵하게 채워줄수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광고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2017.01.04.수,
현대홈쇼핑
아미노산을 만나시는 거구요", "비슷한걸로, 유사한걸로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빠져나가
심의에 관한 규정」제9
10-0113
기초세트
19:35~20:40
는 걸 정확히 알고 똑같은 걸로 채우는 거에요"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화장품의 콜라겐
조(법령의 준수)제1항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2017-03-15

2017-03-15

2017-광고09-0105

2017-광고09-0106

W쇼핑

NS홈쇼핑

3월

3월

3월

3월

2017-03-22

2017-광고10-0114

2017-03-22

2017-광고10-0115

2017-03-23

2017-03-29

2017-060034

2017-광고10-0112

GS SHOP

○ 화장품인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판매방송에서, ‘10년 연속 시판 한방브랜드 선호
도 1등’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이는 10년 동안 7,000명~9,700명의 여성을 대상으
로 시행한 구매액 관련 설문조사로써, 패널의 구매액을 선호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 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3.01.수,
수려한 진생 녹용콜라겐
장품의 대표적 판매처라 할 수 있는 백화점, 면세점, 원브랜드샵을 제외한 구매액을 기준 심의에 관한 규정」제23
07:15~08:15
으로 한 점, 실제 한방브랜드 1, 2위라 할 수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 조(최상급 표현)제1호
려할 때,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써, 이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NS홈쇼핑

○ 화장품인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판매방송에서, ‘10년 연속 시판 한방브랜드 선호
도 1등’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이는 10년 동안 7,000명~9,700명의 여성을 대상으
로 시행한 구매액 관련 설문조사로써, 패널의 구매액을 선호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 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31.화,
수려한 진생 녹용콜라겐
장품의 대표적 판매처라 할 수 있는 백화점, 면세점, 방문판매를 제외한 구매액을 기준으 심의에 관한 규정」제23
09:20~10:25
로 한 점, 경쟁 브랜드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조(최상급 표현)제1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써, 이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GS SHOP

○ 주방용품인 <왕영은의 톡톡톡 : 두부자유기 4인조 반상기 세트> 판매방송에서, 쇼호스
트가 두부자유기의 제작자에 대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링할 수가 있는 요
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은 오로지 두부자, 오리지널, 전수자도 아니고 아들도 딸도
아니고 본인 이용구 선생님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무형문화재 낙
관이 찍혀있는 이용구 선생 본인의 작품"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유기 제조공방인 ‘두
부자공방’에 확인 결과, 낙관(경남 무형문화재 제14호 이용구 이수자 이경동)의 의미 및
실제 제작 현황은 ‘이경동<4남>’이 직접 제작하고, ‘이용구’는 지도ㆍ감독을 담당한 것으
2017.01.14.토, 로 밝혀지는 등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내용,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구성품을 쇼호
08:20~11:20 스트가 "선물", "경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드립니다.", "공짜로 다 드릴꺼예요" 등을 표현
으로 소개하고, 좌측자막 및 전면 자막 등으로 '단독특전'으로 고지하는 내용, 방송 중 하
단 자막으로 ‘특대생선접시, 궁중국자는 열단조기법이 아닌 주물방식으로 제작됨’이라고
고지하고 있으나, 쇼호스트가 추가구성품인 ‘특대타원생선접시’ 및 ‘궁중국자’를 열단조
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소개하는 등 자막, 음성을 통한 서로 다른 정보 제공으로 시청자
를 오인케 하는 내용, GS SHOP 홈페이지 및 유기 제조공방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본
구성품 개별가격(대찬기 11만원, 중찬기 8만원, 소찬기 6만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
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조(일반원칙)제5항, 제5
조(일반원칙)제2항, 제40
조(가격표시), 제46조(상
품구성)제3항

경고

○ 화장품 <수려한 진생 녹용콜라겐>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수액+유액+진액)에 포함
되어 있는 콜라겐 함량은 각각 0.1%(1,000ppm) 정도임에도, 해당 상품을 “생콜라겐 덩어
리”, “녹용덩어리”라고 표현하여 시청자가 콜라겐 함량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
용, 화장품의 콜라겐 성분은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없음에도, 해당 화장품에 포함
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진피조직까지 흡수되는지 여부 및 콜라겐 효능에 대한 입증 없이,
해당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콜라겐으로 채워드리다 보니까”, “정말 사람피부하고 유
2016.12.08.목,
수려한 진생 녹용콜라겐
사한 콜라겐과 녹용과 단백질로 채워서 끌어 땡기는거죠”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화장품
11:30~12:10
의 콜라겐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내용, 합리
적인 근거 없이 ‘10년 연속 시중판매 1위’라고 고지하는 내용, 홈쇼핑 방송 진행에 관하여
㈜LG생활건강의 마케팅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극적협의’, “면
세점이랑 큰 협의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결정을 했고요” 등의 허위 내용을 언급하며, 면세
점 제품과 동일 제품인 것을 강조하여 방송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조(일반원칙)제2항, 제5
조(일반원칙)제3항, 제9
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23조(최상급 표현)제1
호

권고

○ 기능성 화장품인 <수려한 주침고 기초> 판매방송에서, 본래 팔자 주름이 비대칭인 모
델 시연 및 한 쪽 얼굴 찡그림 등 시연 모델의 표정 변화로 주름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 "(주름이) 가장 깊은 부분, 포기했던 부분, 가리거나 관리하거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아니면 전문기관에 가거나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어디가서 팔자 뭐
2017.02.15.수,
심의에 관한 규정」제5
넣고 눈을 땡기고 이거 안되잖아요. 직장나가서 누가 일주일 휴가를 얼굴한다고 줍니까?
07:15~08:15
조(일반원칙)제2항, 제53
이렇게 출근전에 그냥 톡톡톡 두드리고 나면" 운운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일상적인 사용
조(화장품)제3항제1호
만으로 깊은 주름이 메워지고 채워지는 등 피부 관련 시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홈앤쇼핑

왕영은의 톡톡톡

3월

2017-03-29

2017-광고현대홈쇼핑
10-0116

3월

2017-03-29

2017-광고10-0117

GS SHOP 수려한 동안 주침고 크림

○ 기능성 화장품인 <수려한 동안 주침고 크림>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의 방송 시연을
위한 전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우리 다 일반인들이세요”, “주름
2017.02.23.목, 많으신 분들 저희가 초빙한거거든요” 등 일반인으로 소개하는 내용, 본래 팔자 주름이 비
07:15~08:15 대칭인 모델 및 한 쪽 얼굴 찡그림 등 시연 모델의 표정 변화로 주름을 인위적으로 연출하
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조(일반원칙)제2항

권고

3월

2017-03-29

2017-광고11-0126

홈앤쇼핑

정관장정옥고

○ 건강기능식품인<정관장정옥고> 판매방송에서, 동 제품의 홍삼농축액 함량은 11.3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임에도, 자막 및 멘트 등을 통해 제품 중량 전체를 홍삼농축액인 것처럼 표현하여 시청자
2017.01.17.화,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 판넬과 멘트를 통해, 정관장 브랜드가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1등’,
19:30~20:50
조(일반원칙)제3항, 제23
‘탑’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미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
조(최상급 표현)제1호
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3월

2017-03-29

2017-광고11-0127

NS홈쇼핑

정관장 홍삼정옥고

○ 건강기능식품인 <정관장 홍삼정옥고> 판매방송에서, 동 제품의 홍삼농축액 함량은
11.35%임에도, 자막 및 멘트 등을 통해 제품 중량 전체를 홍삼농축액인 것처럼 표현하여
2017.02.09.목,
시청자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 판넬과 멘트를 통해, 정관장 브랜드가 대한민국과 세계에
18:35~19:35
서 ‘1등’, ‘탑’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미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권고'로 의결함.

권고

수려한 주침고 기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조(일반원칙)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