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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이진형)은 2021년 7월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표방하는 자극적인 문구로 다

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뷰티(피

이어트 성공을 꿈꾸는 소비자를 오인・현혹하는 광고가 화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식품

장품 87.7%, 식품 및 건기식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미용, 다이어트)

및 건강기능식품(약칭 ‘건기식’) 539건을 대상으로 표

나타나

시 광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홈 케어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뷰티 관리에 도움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광

을 주는 제품 광고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공유함

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으

으로써 부적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로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 1

하고자 하였다.

건 당 허위과대광고 세부 항목을 3건까지 중복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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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결과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 총 137건

기능성 허용 표현을 교묘히 넘나드는 화장품 표시 광고,

으로, 세부항목은 의약품으로 오인 50건(36.5%), 객

화장품만으로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
고 22건(16.1%), 화장품의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
(1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
(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

오인・기만하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
건으로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

기능성 심사(보고) 된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

고 1건 당 허위과대광고 세부 항목을 3건까지 중

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

복 선택한 결과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 총 98

으로 4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

건 중 세부항목은 의약품으로 오인 51건(52.0%), 확

1건 당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

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의 부족

과대광고 의심사례는 총 233건으로, 확인할 수 없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 순으로 조사되

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었다.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 41건(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다이어트 관련 식품(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

세부항목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

일반화장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

의약품 오인

‘하루 2정 깔끔하게 빼자’, ‘하루 식후
두 잔으로 체지방은 빼고’, ‘○○섭취로
혈액이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짐’등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단백질 보충제 세계판매 1위’,
‘전세계 70%인구가 함께합니다’,
‘세계적 명성 ○○

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일반화장품 광고 92
건 중 기능성을 표방하는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41건이며, 41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

객관적 근거 부족

소비자 현혹

12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과
관계없는 인증서(예: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게재)·기능성 표현
아이돌이 선택한 ○○’,
‘5천만포 판매’ 등

이라도 있는 경우는 35건으로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1건 당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는 총 83
건으로, 의약품 오인 26건(31.3%), 객관적 근거 부
족・소비자 현혹 각 16건(19.3%), 확인할 수 없는 정
보 게재 11건(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로는 미백・주름개선 심사(보고) 받지

2022 / vol.438

월간소비자

않은 제품에 ‘미백, 주름 동시 케어’표시, ‘체지방분

로 광고만을 믿고 다이어트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

해, 다이어트 해결’, ‘단기간에 원하는 라인’, ‘안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고 합리적인 바디라인 관리’등이 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은

3. 결론 및 제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따라서 ‘체
지방 제거’, ‘특정 부위 사이즈 감소’, ‘셀룰라이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적정한 기능성 문구의 예로
는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색소 침착을 방지하
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얼굴을 하얗
게 한다’, ‘기미・주근깨를 제거한다’, ‘홍조 개선(제
거)’,

‘상처 흔적 제거’, ‘피부 재생’ 등의 증상(질병)

제거’,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 또는 건강기능식
품으로 불가능한 효과를 기능성을 표현하는 광고
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쉽고 편한 다이어트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식이와 운
동을 병행하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료・개선을 기대하기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
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장품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
고 있다. 자율심의 하에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자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등을 내세워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농도, 조건, 방법’
등 특허(인체적용시험)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동일 결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다.

가 허용되고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
를 받도록 되어 있다.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
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
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
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나, 인체적용시험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
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
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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