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07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쥐젖 제거, 겨드랑이 목 비립종.... 여드름 셀프케어, 사마귀제거 올인원 연고, 피부
질환 케어, 문제성 피부질환을 바로잡아... 쥐젖·편평사마귀·비립종·한관종·검
버섯을 단 하나로 케어

-

붉은기 완화 & 항균,
1.8%,
▼13%,

피부 붉은기 정도 감소( +4 weeks ▼0.5%, +8 weeks ▼

+12 weeks ▼3.4%), 여드름 유발균 항균력 (E. coli ▼12%, P. aeruginosa
S.aureus ▼20%, C.albicans ▼10%, A.niger ▼10%)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
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미, 잡티 검버섯 멜라닌 미백 개선 크림, 겉 기미 개선, 주근깨, 잡티 개선 효과
의 식약처 미백고시 성분 5% 함유로 피부에 조명을 켠 듯 채우는 피부 미백, 나이
아신아마이드 최대함량과 백옥관리 핵심성분 트라넥사믹애씨드가 미백/광채부터 피
부 속 멜라닌까지 집중 개선을 돕습니다. 백옥크림만의 복합 솔루션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주름 부위 충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즉각적인 주름개선을 돕습니
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크림) 취하 이후 광고 - (효능·효과)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

하얀튼살 붉은선 삭제, 튼살부위 개선효과, 튼살크림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을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단단함의 차이를 느껴보세요(바르지 않은 손톱 vs 바른 손톱-사용 전후 (구매후기)
비교사진 및 동영상 게재

※ 상기 광고에서 표방한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화장품법」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았
음
-

샤워 중 사용으로 간편하고 자연스럽게, 밝고 화사한 피부로 케어! 인샤워가 뭐지?
샤워 중에 사용하는 톤업크림, 톤업크림은 샤워 중에 바르고 씻어내는 제품으로 묻
어남,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바디톤업을 완성하는 제품이에요. 간편하고 자연스럽게
밝고 화사한 피부로, 쫀득이던 제형이 물에 닿으면 우유처럼 녹아 피부에 스며들어
요! 사용 후 피부가 바로 하얘지는게 눈에 보여요! 샤워한지 한 시간째인데 아직까
지 하얀거보니 지속력도 좋네요! 예전에 톤업크림 발랐다가 얼굴 둥둥 뜨고 화장 다
갈라져서 안썼는데 인샤워라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하얘져서 좋아요. 종아리나 팔
등 보이는 부분 위주로 듬북 발라 씻어주면 하루종일 하얀 피부에요!

STEP 02. 물

기가 있는 상태에서 톤업크림을 마사지 하듯이 톤업이 필요한 부위에 꼼꼼하게 골
고루 펴주세요. STEP 03. 가볍게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 위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미백) 심사제외 품목보고를 한 제품으로, 기 보고된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
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임. (바르고 씻어내는 방법으로 미백 기능성 심사받은 바 없음)
-

보르피린이란? 지모라는 풀에서 소량 추출되는 기름성분으로 주름개선 크림 등 가슴
케어에 특화된 원료
※ 위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심사제외 품목보고를 한 제품으로, 기 보고된 기능성 원
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임. (‘보르피린’ 성분으로 주름개선 기능성 심사받은 바 없음)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