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3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물사마귀크림, 물사마귀없애는법, 유아물사마귀, 소아물사마귀, 사마귀제거, 사마귀없애

-

는법, 물사마귀증상, 어린이물사마귀, 얼굴물사마귀, 얼굴사마귀
-

피부색소침착의 원인자를 차단시키고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티로시니아제라는 금속성분
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해준대요, 이미 착색이 되어있는 부위를 본래의 색으로 바꿔준다
고 해요, 피부 유해인자 소멸 특수성분 배합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눈가 탄력이 떨어지고 잔 주름이 신경 쓰이시나요? 눈가 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

-

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눈가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확실하게 보호, 자외선으로 인한 탈모·변색 예방,

-

자외선차단, 미백,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
용의 광고 및 표시
-

피부 틈새 숨은 염증균을 씻어내 지성피부 정상화, 13개 정화성분, 틈새 속 유해균에 적
용, 13개 정화성분, 틈새 속 유해균에 적용, Before / After 사진, 오염물질 세척, 유분세
정, 세정력

※ 위 광고문구 관련,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음

- ‘

달팽이점액여과물(70%)’이라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함

※ 위 성분의 함량을 제품 표시사항에는 70%로 기재하였으나, 제품표준서와 제조기록서 상 해당원
료 구성성분 중 달팽이점액여과물은 10%로 실제 함량은 제품에서 7%임.
- ‘

달팽이점액여과물

이라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함

10,000ppm’

※ 위 성분의 함량을 제품 표시사항에는 10,000ppm로 기재하였으며(10,000ppm은 1%), 제품표준서와
제조기록서상 해당원료의 구성성분 중 달팽이점액여과물은 0.5%로 제품에서 실제 함량은
0.005%(50ppm)임.

■ 화장품의 범위는 벗어나는 광고
- 크림을 쓰고 발라주니깐 운동할 때 집중력도 도와주고... 경기력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
아요, 워밍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다리가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다리에 크림을 바르
는 배경영상)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