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2.08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쥐젖 제거크림, 겨드랑이에 쥐젖이 제거를 해도 간간히 올라와서 발라주는데 확실
히 제거에 도움이 되네요
- 블로거 후기, 좁쌀여드*이 아직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
이시죠?(전, 후로 보이는 사진자료), 성인여드*화장품 추천하는 제품, 여드*피부나
지성피부가 산뜻하게 사용하면 좋을 성인여드*화장품 추천해욧!!, #여드름화장품 #
여드름스킨로션 #여드름스킨 #여드름기초화장품 #좁쌀여드름화장품 #화농성여드
름화장품 #성인여드름화장품, 울긋불긋했던 여드*이 조금씩 죽어들어가고, 톤업이
되었어요. 지금은 더더욱이 많이 줄었구요! (전, 후로 보이는 사진자료), 한 3주간
사용했나? 좁쌀여드*이 다 사라지고 매끈매끈해졌어요. 덤으로 트러*도 차단되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성인 여드*화장품 추천하는 엔비 솔루션
수딩 토너, 청량한 화장수로 악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아 좁쌀
여드*화장품 추천 각!, 갈수록 점점 여드*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여드*이 눈에 띄
게 줄어들었구요. #여드름화장품 #여드름스킨로션 #여드름스킨 #여드름기초화장
품 #좁쌀여드름화장품 #화농성여드름화장품 #성인여드름화장품
- 모낭 수··면포 수 비교_4주 후, 모낭 수/면포 수의 비율 감소
- 붉은 얼굴도 잡아주는, 홍조와 건조함이 사라지는, 피부재생이 필요하신 분
- 화농성여드름, 좁쌀여드름 등에 대한 전/후 사진,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 여드름 치료에 효능이 있는 로션 제조방법(특허 발명의 명칭),
#여드름 #좁쌀여드름 #화농성여드름 #여드름화장품 #여드름치료 #여드름빨리없
애는법 등
- 기적의 발모제
- 모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대체 왜 안 사세요?
- 지루성 두피염, 과도한 피지조절, 항염,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 두피 뾰루지
- 14일 후 AFter #붉은기가_사라짐, 피부 붉은기 감소, 트러블진정, 항염효과의 폴라

보노이드, 퀘르세팅 등의 성분이 일반 양파에 비해 30~40배 높게 함유된, 무안에
서 재배해 만든 신선한 적양파를 사용해 진정, 항염효과를 극대화 했어요!
-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 가려움증이 있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
크럽, 노화예방에 도움을 주는 스크럽
- (원료관련 표현) 여드름 등의 염증 개선에 효과, (원료관련 표현) 진피층까지 수분
을 공급, 콜라겐 합성을 촉진
- 휴지심 둘레 12.56mm 크림이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약속드리는 숫자입니다. 피부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 및 운동의 성능을 증가, 테스
토스테론의 수치를 안전하게 증가, 신진대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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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후 비교사진; 피부보습효과 측정결과 1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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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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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