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상품판매방송심의 의결내역
월

의결일

의결번호/심
의부문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 주방용품 <닌자 뉴트리 2in1 초고속블랜더> 판매방송에서,

4월 2017-04-05

2017-광고12-0138

GS SHOP

- 뜨거운 내용물을 넣고 믹서기를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
며,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동 방송의 [하단자막]으로 ‘뜨거운 재료나 액체는 반드시
식힌 후 사용하세요’ 등이라고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끓고
닌자 뉴트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2.14.화, 있는 우유를 넣었어요”, “지금 뜨거운 두유를 넣은 거에요”, “이렇게 뜨겁지만 안전하게
2in1 초고속
심의에 관한 규정」제9
13:40~14:40 잘 쓸 수 있는거고”라고 언급하는 등,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축소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블랜더
조(법령의 준수)제1항
내용으로 안전성을 강조하여 제품을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되나,

권고

- 뜨거운 재료를 활용한 실연의 방송노출 빈도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주방용품 <Daily Ninja 초고속 블렌더> 판매방송에서,
- 뜨거운 내용물을 넣고 믹서기를 사용할 경우 과열에 의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
며,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중요한 안전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뜨거운 재료나
액체는 반드시 식힌 후 사용하세요’ 등이라고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가 “끓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Daily Ninja
2017-광고2017.02.09.목,
4월 2017-04-05
신세계쇼핑 초고속 블렌
고 있는 우유인데 그걸 갖다가 바로 부으셔도 괜찮아요”, “끓고 있는 걸 넣으셔도 상관없 심의에 관한 규정」제9
12-0139
15:33~16:33
더
거든요.”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안전성을 강조하여 제품을 시연하는 내 조(법령의 준수)제1항
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권고

- 뜨거운 재료를 활용한 실연의 방송노출 빈도 및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가전제품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4월 2017-04-06

2017-070050

CJ오쇼핑

-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비용은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탈비(렌탈기간 동안 균등 분
할 납입)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이용할 경우 “필터 교체비 0
해당 방송프로
쿠쿠공기청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10.화, 원”, “필터 교체비 405,000원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 '한국서비스
그램의 관계자
정기 코드리
심의에 관한 규정」제5
11:30~12:30 진흥협회'는 서비스품질 인증을 실시하면서 등급이나 순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
에 대한 징계
스
조(일반원칙)제2항
속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별도로 부과되는 '소모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렌
및 경고
탈 시 소모품비가 8만원 면제된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방송한 것
은, 관련 심의규정을 매우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
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함.

○ 학습교재상품인 <에듀윌 공인중개사 평생회원> 소개방송에서,

4월 2017-04-06

2017-070051

- 전면자막, 전면판넬, 좌측자막을 통해 '합격 시 전액 환불', '합격만 하면 100% 전액 환
에듀윌 공인
급'이라고 크게 고지하면서 환급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17.화,
롯데홈쇼핑 중개사 평생
방식으로 고지하였으며, 쇼호스트의 멘트로도 "합격하시면 여러분 내신 돈까지 싹 다 돌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3:50~01:00
회원
려드릴 거니까" 등 전액 환급을 강조하면서 환급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ㆍ생
조(일반원칙)제2항
략된 설명을 하는 등, 마치 합격만 하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써,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경고

○ 학습교재상품인 <에듀윌 공인중개사 무제한 평생회원반> 소개방송에서,

4월 2017-04-06

2017-070052

GS SHOP

- [전면자막], [판넬] 하단 및 [하단자막]을 통해 '교재비와 제세공과금 제외 후 환급'
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전면자막], [판넬]에 큰 글씨로 '100% 전액 환급', '결제비 환급'
등으로 고지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환급에 대한 제한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전액 100%
환급해드릴꺼예요", "100% 돌려드릴꺼예요"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지나치게 축소ㆍ생략된 설명을 통해 시청자가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
에듀윌 공인
식하기 어렵게 하여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중개사 무제 2017.02.08.수,
심의에 관한 규정」제5
한 평생회원 00:10~01:00
- 해당 학습교재상품 판매업체는 한국기록원을 통하여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시
조(일반원칙)제2항, 제5
반
험 한 회 차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에도,[전면자막],
조(일반원칙)제4항
[판넬] 하단에 비교적 작은 글씨로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단일 교육기관 최다 합격자'
로 고지하고, [전면자막], [판넬] 및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최
다 배출’, “합격자 최다 배출 공식 인증”, “공인중개사 합격자수 최고 기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에듀윌”, “최다 합격자 배출한 곳이 에듀윌” 등으로 설명함으로서, 제27차 공인중개
사 시험 한 회 차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부분적 사실을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최다 배
출인 것 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경고

○ 온라인 학습 <박문각 공인중개사>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4월 2017-04-06

2017-070053

CJ오쇼핑

- 추가구성품(갤럭시탭 10.1)의 가격은 결제금액(790,000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냥 드립니다", "선사해 드리는" 등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처럼 표현하는 내용, 총
47곳의 박문각 공인중개사 학원 중 3곳(강남, 노량진, 종로)의 평균 합격률만을 산출하여
박문각 공인 2017.01.10.화, 2016년 공인중개사 합격률(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 대비 3배라고 설명하는 등, 부분적
중개사
23:50~00:50 사실을 통해 전체적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갤럭시탭 10.1"의 가
격(399,000원) 인상으로 인해, 추후 박문각 학습권 소개방송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으나, 2017년 2월 6일 CJ쇼핑 인터넷몰에서 4만원 인하된 359,000원에 판매하
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갤럭시탭10.1의 가격인상으로 박문각 학습권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46
조(상품구성)제3항, 제5
조(일반원칙)제2항, 제5
조(일반원칙)제4항

주의

○ 렌탈상품인 <롯데렌터카>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
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4월 2017-04-06

2017-070054

CJ오쇼핑

대한민국
-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의 「신차장기렌터카 기본조건」에 따르면, 대여요금은 “월 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2.14.화,
No.1 롯데렌
트비+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롯데렌터카의「신차 장기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2:40~23:50
터카
렌터카 견적서」를 살펴보면, 월대여료 포함사항에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조(일반원칙)제2항
전부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심의 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경고

○ 렌탈상품 <롯데렌터카>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동
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4월 2017-04-06

2017-070055

롯데홈쇼핑

롯데렌터카

-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의 「신차장기렌터카 기본조건」에 따르면, 대여요금은 “월 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22.일,
트비+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롯데렌터카의「신차 장기 심의에 관한 규정」제5
19:25~20:25
렌터카 견적서」를 살펴보면, 월대여료 포함사항에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조(일반원칙)제2항
전부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하며, 방송의 전반적인 구성, 유사심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심의 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주의

○ 렌탈상품인 <롯데렌터카>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
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4월 2017-04-06

2017-070056

NS홈쇼핑

롯데렌터카

-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의 「신차장기렌터카 기본조건」에 따르면, 대여요금은 “월 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1.17.화,
트비+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 포함”이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롯데렌터카의「신차 장기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1:40~22:40
렌터카 견적서」를 살펴보면, 월대여료 포함사항에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조(일반원칙)제2항
전부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심의 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경고

○ 렌탈상품인 <조이렌트카>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
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4월 2017-04-06

2017-070057

CJ오쇼핑

- 조이렌트카 홈페이지에는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납
부하시는 월 렌탈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017.02.16.목,
조이렌트카
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렌트카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트비에 '취등록세, 자동차
01:00~02:00
세, 보험료' 등이 안분되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48개월 할부구매, 취등록세 약
250만원, 보험료 약 260만원, 자동차세 약 380만원, 할부이자 약 400만원 VS 조이렌트
카 0원" 등과 같이 고지하여, 장기렌터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
지 않는다고 표현한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하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
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고'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조(일반원칙)제2항

경고

○ 렌탈상품인 <SK렌터카> 소개방송에서, 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4월 2017-04-06

2017-070058

신세계쇼핑

SK렌터카

- SK렌터카 홈페이지의 「SK 장기렌터카 소개」에 따르면, "월 대여 요금에 세금, 보험
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어, 렌트카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2017.02.17.금,
트비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 심의에 관한 규정」제5
20:35~21:36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모두 0원" 등과 같이 고지하여, 장기렌터카 차량을
조(일반원칙)제2항
이용할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초 사례라는 점, 의
견진술 과정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의'로 의결함.

주의

○ 렌탈상품인 <SK렌터카>소개방송에서,

4월 2017-04-06

2017-070059

쇼핑엔T

SK렌터카

- 렌터카 이용시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부대비용 없다고 강조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였으나, SK렌터카 홈페이지의「SK 장기렌터카 소개」에 따르면, "월 대여 요금에 세금,
2017.02.11.토,
심의에 관한 규정」제5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등 사실과 다
20:35~21:35
조(일반원칙)제2항, 제23
른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 내차를 소유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고지하고 있으나,
조(최상급 표현)제1호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미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중
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초 사례라는 점, 의견진술 과정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의'로 의결함.

주의

○ 화장품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판매방송에서,
-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수액+유액+진액)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 함량은 각각
0.1%(1,000ppm) 정도임에도, 해당 상품을 "콜라겐 덩어리", "리얼 콜라겐", "생 콜라겐"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가 콜라겐 함량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
-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에 포함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진피조직까지 흡수되는지
여부 및 콜라겐 효능에 대한 입증 없이, 해당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마치 콜라겐이
탱탱하게 채워지듯이 기본적인 관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속까지 꿀떡꿀떡 먹을
수 있게", "피부 깊숙이 진하고 풍부한 영양을 전달", "콜라겐을 피부 안에 쫀득하게 채워
주고"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화장품의 콜라겐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내용,

4월 2017-04-06

2017-070060

CJ오쇼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
- "피부의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후미지고, 그늘지고, 주름지거든요. 그 콜라겐을 리얼 조(일반원칙)제3항, 제53
수려한 진생 2017.01.20.금,
로. 마치 생 콜라겐을 바르는 것처럼 올려주고, 채워주고, 메워주고, 집어넣어주는 게 면
조(화장품)제3항제1호,
녹용 콜라겐 11:30~12:30
세점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지금 수려한 녹용 콜라겐입니다", " 그 콜라겐을 이렇게 리
제9조(법령의 준수)제1
얼로 채워드리기 때문에 주름 사이사이, 후미진 곳 사이사이, 지금 이 고광택이 그대로,
항, 제23조(최상급 표현)
...", "내 얼굴에 빠진 기를 보충하고, 빠진 콜라겐을 채우고, 처진데 메워드리고, 꺼진데
제1호
채워드리고" 운운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일상적인 사용만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채워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
하는 내용,
- “10년 연속 시판 한방브랜드 선호도 1등”이라고 고지하였으나, 10년 동안 7,000명
~9,7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구매액 관련 설문조사로, 패널의 구매액을 선호도
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화장품의 대표적 판매처라 할 수 있는 백화점, 면세점,
원브랜드샵을 제외한 구매액을 기준으로 한 점, 유력한 한방브랜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상기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주의

○ 화장품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특별 패키지> 판매방송에서,
- <수려한 리얼 녹용 콜라겐 기초 라인>(수액+유액+진액)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 함
량은 각각 0.1%(1,000ppm) 정도임에도, 해당 상품을 "콜라겐 덩어리", "리얼 콜라겐", "
진짜 콜라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가 콜라겐 함량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
용,

4월 2017-04-06

2017-070061

- <수려한 리얼 녹용 콜라겐 기초 라인>에 포함된 콜라겐 성분이 피부 진피조직까지 흡
수되는지 여부 및 콜라겐 효능에 대한 입증 없이, 해당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콜라
겐이)내 피부가 되는 거에요", "내 피부 속살과 완전 일치가 되어버려요", "피부가 도톰도
톰해요", "진짜 리얼 콜라겐을 충전하는 거에요", "위에 두둥 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먹는
다는 표현을 해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먹는
걸로요? 택도 없죠. 아침, 저녁으로 수려한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는
수려한 진생
등, 해당 화장품의 콜라겐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여 표
2017.01.23.월,
현하는 내용,
롯데홈쇼핑 녹용 콜라겐
10:25~11:35
특별 패키지
- "꺼진 부분을...어디 가서 이걸 좀 어떻게 채워볼까? 선생님을 만나볼까?" 등 피부 관
련 시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콜라겐을 이렇게 바르면서 채운다", "수려한을 먹인다",
"(콜라겐이) 안으로 들어가요", "되게 탱글해져요" 운운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일상적인
사용만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채워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 “한방화장품 시중판매 10년 연속 1위 브랜드 수려한”이라고 고지하였으나, 10년 동
안 7,000명~9,7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구매액 관련 설문조사로, 패널의 구매액
을 선호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화장품의 대표적 판매처라 할 수 있는 백화
점, 면세점, 원브랜드샵을 제외한 구매액을 기준으로 한 점, 유력한 한방 브랜드는 조사대
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상기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비교적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로 의결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9
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53조(화장품)제3항제1
호, 제5조(일반원칙)제3
항, 제23조(최상급 표현)
제1호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