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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법의 목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표시∙광고  

◦ 표시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

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 상품 등의 용기∙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

한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전단∙팜플렛∙견본∙입장권, 인터넷∙PC통

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 화∙연극 등을 통하여 소비자

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의 여하를 불문

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법 제2조 제3~4호).  

  - 인터넷 쇼핑몰에서 종합쇼핑몰 구축업체는 전체적인 포맷만 구성해 줄 뿐 상품광고는 개별 입점업

체에서 직접 작성∙게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당해 종합쇼핑몰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상품주문

을 하는 것이므로 종합쇼핑몰 운 사업자를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심결한 바 있으나(백화

점 입점업체와 유사) 광고를 직접 수행한 개별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 소비자  

◦ 법 제2조 제5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

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

여 소비자보호법이 표시광고법 보다는 소비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시광고법상의 소비자 범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종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법조계에서는 표시광고법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법이므로 사업자간의 거래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중간 사업자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상품 등을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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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요건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

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 광고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는 ① 허위∙과장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보다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01. 8. 30)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제시되어 있다.  

  - 이외에 각 분야별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부

당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을 말하며(  제3조 제1항) 대부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에 허위∙과

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 최근에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이나 생활용품분야에서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일

어나고 있다.  

<예> ①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제품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표시∙광고(허위)  

② 자동차 전면의 차량안전성 테스트결과를 근거로 차량측면 안전성도 입증되었다고 표시∙광

고(과장)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제3조 제2항)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 “ 사실의 은폐 ” 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선택에 중요한 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

(omission) 또는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광고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

성이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된다.  

<예> ① 화장품의 가격에 대해 광고하면서 주문수량대별로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

실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가 이에 해당.  

② 이동전화 무료통화를 일정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간제한 없

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③ 소주광고를 하면서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米 xozu,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미소

주' 제품을 배치하고,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美味

米米", "좋은 쌀 부르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 소주"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소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쌀원액 첨가"라는 

문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

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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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제3조 제3항)을 말한다.  

- 이는 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들어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

는 경우”까지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하던 것을 정당한 비교광고(Comparative Advertising)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

당성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비교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가 광고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

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교상대방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광고당시의 시장구조가 과점상태에 있어 소비자들이 경쟁사업자를 쉽게 연상할 수만 있어도 비교

대상의 특정성은 인정된다.  

◦ 음료수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제품의 성수기 판매량과 경쟁사 제품

의 비수기 판매량을 비교광고하면서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소비자 선호

도가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예> ① 듀라셀코리아(주)는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알카라인 건전지에 대하여 표시하면서 제품 포장

지 전면에 비교대상을 명시함이 없이 “최고 5배 수명”이라고 표기하고 후면에 “사용기기에 

따라 일반망간 건전지보다 최고 5배까지 수명이 오래갑니다”라고 표시하여, 마치 경쟁사업

자의 동종제품(알카라인 건전지)에 비해서도 수명이 긴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표시  

② 한국암웨이(주)는 세제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일반세제에 비하여 6배의 효

과를 내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 내용

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제3조 제4호)을 말

하며,  

- 비교광고와 마찬가지로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가 광고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인 문

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도로여건, 차량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단지 경쟁사업

자의 차량 사고율이 높은 사실만을 들어 경쟁사의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이

에 해당된다.  

<예> ① 대우자동차(주)가 「누비라Ⅱ」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광고 문안에서 특히 노란색 글씨로 경

쟁사업자의 제품인 「아반떼」와 발음이 비슷한 아, 반대로… 라는 표현 뒤에 힘없이 왕복

할 것인가 라고 하여 「누비라Ⅱ」로 서울↔부산을 힘차게 왕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행위는, 자기가 판매하는 「누비라Ⅱ」는 서울↔부산을 힘차게 왕복할 수 있는 반면 경쟁

사업자의 「아반떼 린번」은 힘없이 왕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행위에 해당  

② (주)진로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참眞이슬露 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왜 ｢그런｣ 소주

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제아래 "말로만 부드럽다는 그저 ｢그런｣ 소주로 고생 많으

셨죠"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는 ｢그런｣이라는 단어가 (주)두산의 그린소주의 상표와 같은 

활자체 및 색상을 사용하여 그린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광고문구 자체도 직설적, 노골적이

어서 소비자들이 그린소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  

 

4. 표시광고법에 새로 도입된 주요제도  

 

가. 중요정보 공개제도(표시광고법 제4조)  

◦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시에 의무적으

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중요정보의 고시대상은 그 사항이 표시∙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

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②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

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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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항, ③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의무

화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 2000. 4. 1일부터 시행한 동 고시(공정위 고시 제1999-25호) 적용대상은  

- 업종별로는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학원운 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 운 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 업, 사진현상 및 촬 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완구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24개업종이며,  

- 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분야 등 2개 분야별로 중요정보항목이 고시되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나. 광고실증제도(표시광고법 제5조)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

다.  

- 즉 ① 인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예, 건강보조식품에 있어서 “담즙분비 촉

진효과” 등의 표현), ②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예, 과다섭취시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비만해소용 식품에 있어서, “실험결과 부작용 전혀 없음” 등의 표현), ③ 성능, 효

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예, 내연기관용 윤활유에 있어서, “연료절감 10%” 등의 표현), ④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 실증자료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업상 

비 을 제외하고는 이를 요약∙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방법, 실증자료의 심사기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에 대하여는 ｢광고실증에관한운 지침｣을 제정∙운용(’99. 6. 30일 제정, 2000. 11. 22일 개

정)하고 있다.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예> 한국화장품(주) 및 (주)혜명교역은 ’99. 8~12월 중 자기가 판매하는 에나(EHNA) 화장품에 대

하여 광고하면서 “바르는 것만으로도 운동하는 것과 같은 비만완화 효과가 있으며”, “미국 

FDA와 일본후생성의 화장품 관련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광고하여 공정위에서 실증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표시광고법 제6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이외에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약관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예> 2000년 하반기에 12개 전문자격사 단체의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조사하여 

이 중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령에 근거없이 법무사 윤리장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2000. 12. 15.)  

 

라. 임시중지명령제도(표시광고법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개시 후 최종적으로 시정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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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 소비자나 경쟁사

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전까지 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①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②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또한 임시중지명령에 불복시에는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

라 신속히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

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이며,  

- 임시중지명령 요청기관을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임시중지명령 요청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운 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세부운 기준

(임시중지명령에관한운 지침)을 제정(’99. 6. 30)∙운 하고 있다.  

<예> '99년 9월 7일 대한잠업개발공사가 ｢진품누에동충하초｣의 약리효과에 대하여 동물실험결과를 

근거로 마치 인체에 대하여 항암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임시중지명

령제도를 적용  

 

마. 정정광고제도(표시광고법 제7조)  

◦ 종전에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의 시

정조치와 과징금부과를 해 왔으나 잔존하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2001. 1월부터 인체에 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표시

∙광고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표시∙광고로서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하여 정정광고 제도를 도입  

◦ 정정광고명령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광고매체, 광고의 크기, 광고시간 등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

가 행해진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정정광고를 해야 한다  

- 정정광고의 내용은 공정위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부당한 내용을 정정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시문> “저의 회사의 ○○제품에 대한 10%이상 연료절감효과가 있다는 종전의 광고는 ○년○월

○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하 다는 이유로 ○○○로 수정하라는 명령

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품∙용역 등의 홍보  

◦ 정정광고의 횟수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표시∙광고의 비용 및 횟수, 표시∙광고기간, 표시∙광

고의 지역적 확산정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횟수의 10～3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손해배상 책임(표시광고법 제10～11조)  

◦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며,  

-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표

시∙광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다만,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 34 - 

5. 시정조치, 벌칙 등 기타  

 

가. 시정조치(표시광고법 제7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① 당

해 위반행위의 중지, ② 법위반사실의 공표, ③ 정정광고 등 법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징금 (표시광고법 제9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기준, 방법 등

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과징금은 기준 매출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이때 법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벌칙(표시광고법 제17조, 제19조) 및 과태료(제20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과금을 과함(양벌규정).  

◦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에

게는 1억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표시광고법 제16조)  

◦ 표시광고법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소의 제기 등, 법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과징금납부기간 연장 및 과징금 징수, 고발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6.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  

부당한 표시∙광고의 심결절차

직권인지 또는 신고서 접수

착수보고후 조사 및 심사 

심사관 조치의견 결정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경고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경고 

시정권고 

<약식절차>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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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위반사건에 대한 위원회 심결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통상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7.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고시 제2001-13호 참고)  

◦ 본 지침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

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기준에 반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나, 본 기준에 열거된 사항은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추출한 것이므로 본 기준에 열거되지 않

은 사항도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부당 표시∙광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자기의 시설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아시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②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 업실적등 공개상장여건 충족여부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

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자기회사가 민 화되었음에도 계속 정부기관의 일종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가격이나 요금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요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

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타사가격과의 비교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

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예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 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

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의결

∙ 시정명령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과징금납부명령 

∙ 고발 

∙ 심의절차 종료 

∙ 무혐의 

∙ 경고 

심사관의 조치의견 

수락여부 확인 

약식절차 

심사보고서 작성 

불수락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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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종전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

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

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① 기존 거래자에게 상품공급가격을 상시 할인해 주면서 특별할인기간 동안에만 혜택이 있

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기간내에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

럼 하는 경우  

③ “6/1일 한정 선착순 신청 100명에게 혜택"라고 광고한 후 100명을 초과하여 판매하거

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④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

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

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① 실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제조한 기름에 대해 “참기름” 등으

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실제는 50%가 Silk이고 50%는 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

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

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 는데도 불구

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소독약 1포로 5,000평 방제 가능”이라고만 하고 1포의 포장용량이 얼마인지 분명히 밝히

지 않는 경우  

5)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



- 37 - 

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①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

관 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ℓ”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냉장고의 용량  을 표시∙광고함

에 있어서 외형적인 “300ℓ”를 기준으로 하여 “300ℓ  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

시∙광고하여 마치 내용적 300ℓ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포장용기상 표시용량은 “20㎏(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내용량은 “20㎏ 미만”인 경우  

④ 염화칼슘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00평”인데도 “200평”이라고 과장하여 표시∙광고

하는 경우  

6)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

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

거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7)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

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

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술연수 한 사실을 “일본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

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8)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자연, 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전년도 재고분의 소독제를 표지만 바꾸어 “완전신제품”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자연) : 날것으로서 혼합물∙첨가물이 없고 냉장∙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순수) : 첨가물이든 양소이든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 등을 실

질적으로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리, 냉기, 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9)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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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

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언어나 문

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

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

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

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회사와 기술제휴 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

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

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 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

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

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

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용하여 당해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예시> ①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어, 일본어 등

으로 표기함으로써 당해 상품이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경우  

②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

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

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 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

하기가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한국에서 제조하 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 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

하여 국내조립 하 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이라고 외국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⑤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

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 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광고수단) : 외국문자∙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

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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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가 된다.  

<예시>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

건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1)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

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중량이나 부피가 가격결정 또는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상품에 있어 실내용물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에 비교해서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 이

상)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기 포장이 되어 개봉을 하지 아니하고는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품(선물용케이크, 화장품 

등)을 팔면서 용기의 밑부분을 위로 볼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용량이 용기의 

외형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  

-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

하 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①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부문 히트상

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단지 1년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경우  

③ 여러 부문별로 수상자가 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상을 받

은 부문을 명시하지 않고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제일’이라고 표시∙광

고하는 경우  

④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13)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

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예시> ①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 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 는데 불

구하고 용기 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동 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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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유독가스차단용 방독마스크제품 광고에 있어 화재시 사망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일산

화탄소를 차단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

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⑤ 식품∙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 허위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

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

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 “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

고가 된다.  

-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 ①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제품  

◦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

다.  

-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실과 같

다고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비교표시∙광

고하거나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소

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

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

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

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15)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

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

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시> ①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

다고 광고하는 경우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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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①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

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

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②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대를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판

매하면서 한우고기임을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표시판을 부착하고 국내산 쇠고기임을 나

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 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

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①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

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

광고하 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②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

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

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

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8. 주택분양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가. 면적에 관한 표시∙광고 

1)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

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전용면적”을 등기면적으로 표기 

(×) 등기면적=전용+공용면적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

제 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전용+주거공용+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 총면적=전용+주거공용+서비스면적(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 평형=전용+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이나 초과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평형"으로 표기하는 경우 

3)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 면적을 기준으로 표

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나.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광고  

1)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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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광화문에서 전철로 10㎞거리”, “시청에서 버스로 10㎞거리”  

“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버스로 아파트에서 동인천역까지 5분”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

단을 명시한 경우  

(×) “서울까지 30분거리”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서울역이나 광화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30분이 소요

되는 경우는 예외)  

2)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

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등포

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3)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

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

하는 경우  

 

다. 융자금∙전세금에 관한 표시∙광고  

1)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이나 융자금액∙이자율∙융자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3000만원 주택을 1,000만원으로 입주가!  

- 주택은행장기융자 800+방1칸 전세 700+본사 1년간 무이자융자 500 -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원 융자, 연 11%” 등 확

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 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 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

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융자에 대해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원짜

리 집을 800만원으로 입주가능! 융자 1,500만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

금리를 적용한 융자가능”이라고 광고하 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2)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

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원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주택을 2,000만

원으로 구입가능! - 주택은행장기융자1,000+전세7,000-”라고 광고하는 경우  

 

라. 주택의 특징(재료∙제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  

1) 주택에 사용되는 재료나 제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한 것

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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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대리석 욕조”라고 광고하 으나 실제로는 프라스틱 욕조인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 으나 실제

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모

델하우스도 광고물에 속함  

<예시>  

(×) 견본주택의 벽지, 장판, 욕조, 씽크대 등을 실제 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광고된 주택의 재료∙제품(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제품을 포함)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품질 또는 저가의 것으로 변경시공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

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견본주택에는 A사의 씽크대(A제품)를 설치하 으나 A제품의 품절로 인하여 실제로는 같은 품

질, 같은 가격이상의 B사제품(B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프라스틱 욕조를 설치하

는 경우  

 

마.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  

1)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젼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

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지역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중!(실제는 내인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은 상태임)  

(×)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예정!(실제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에도 없음)  

(×) 택지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지정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용어 등을 사

용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된다.  

<예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3)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

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학교가 바

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4)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 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

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주변에 백화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바. 분양주체 등에 관한 사항  

1) 시행자 또는 분양자가 시공자와 상이함에도 자신의 상호∙소재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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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지명도가 있는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공급(분양∙임대)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자 : A사, 시행자 : B사, 시공자 : C건설”(시행자, 시공자, 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시행∙분양자 : A사, 시공자 : C사” 또는 “시행자 : A사, 시공자 : C건설”(A사가 시행∙분양하고 C

건설이 시공하는 경우)  

(×) 별도의 분양자인 A사의 상호등은 표기하지 않고 “시공자 : C건설”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건설이 당해 주택의  분양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기타 주택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

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

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 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풍부한 녹지, 맑고 깨끗한 공기, 쾌적한 전원주거지 환경” 등으로 표현하 으나 단지주변은 

녹지가 전혀 없는 주택지이고 부근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9.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가. 상가 등의 명칭  

1) 분양 표시∙광고에 나타나는 상가등의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 등의 명칭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

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개설허가를 받기 전 또는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 표시∙광

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명칭 또는 분양 후 실제로 사용할 명칭

을 사용하고 “가칭” 또는 ”미확정“ 등의 문구를 명기해야한다.  

<예시>  

(×) 일반시장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백화점, ○○쇼핑, ○○쇼핑센터, ○○전문백화점, ○○쇼

핑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대규모소매점으로 허가신청만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 “미확정”이라고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나.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1)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

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나 시공자 또는 그 양자를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분양자 ○○기업, 시행자 ○○상사, 시공자 ○○건설”, 또는 “분양 및 시행자： ○○회사, 시공

자：○○건설㈜”이라고 나란히 표기할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등을 상가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마치 시공자가 상가등의 분양 또는 운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① 시공자가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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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 표시∙광고시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분양 표시∙광고시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와 계약하 으나, 분

양 표시∙광고 후 시장개설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실제 사용할 때에는 시공자의 상

호 등이 없는 다른 상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시>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 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시공자인 C건설회사와 상가명칭에 상호와 상징마크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C건설회사의 상호

와 상징마크가 포함된 상가명으로 표시∙광고하 으나, 시장개설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에서는 C

건설회사의 상호가 없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시공자인 ○○건설이 상가의 품질이나 업전망 등에 관하여 추천 또는 권장한 사실이 없는데

도 “○건설에서 자신있게 권장하는 상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3)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 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자는 분양 표시∙광고 구석에 작게 표기하고 시공자를 중앙에 크게 표기하는 경우  

 

다.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1) 일정한 위치나 구역의 점포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거나 단순히 업종만을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볼링장, 실내수 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서 업종을 지정한 경우, 실제 분양시 지정된 특정업종(예：약국)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다른 업종으로 지정된 점포(예：수퍼마켓등)를 그 특정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  

2)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

시∙광고가 되지 않음)  

3)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된다. 특히 은행, 극장, 볼링장, 체육시설 등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분양여부에 관하여 표현할 경우 이미 체결된 분양계획서 등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시>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

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4)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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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권  

1)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

다 우량 또는 유익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

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 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 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마. 재산가치, 수익성  

1) 상가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

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

우  

2)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원 투자시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수

입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바. 가격, 분양면적  

1) 상가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등을 막연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가 3천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천만원!”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원～4천만

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던 상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불과함에도 “파격적인 분양가, 

주변상가보다 50% 저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2) 임대차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가액에 대하여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3)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지불기간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장기할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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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

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

이라고 기재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1) 상가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

싼 자재(일반목재, 타일등)를 쓰는 경우  

2) 급∙배수, 가스, 전기, 오토메이션,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

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

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

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

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아. 융자 등  

1) 융자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금액을 표기하거나 융자기관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

건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천만원”, “점포당 2천만원

~3천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융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융자실시”, 

“별도담보 없이 융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할부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맺은 경우 “할부금융회사가 연 ○○%로 천만원을 최장 ○○년까

지 융자가능(단, 점포담보 조건임)”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2) 융자를 단순히 알선만 하면서도 융자기관, 이자율, 상환기간등의 조건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융자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은행○○지점에 융자를 알선만 해주면서도 “○○은행융자실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자.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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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예시>  

(×)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또는 계약과정에서 상가의 층별 분양업종이 지정된 평면도,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 등을 제시

하며 계약하는 경우  

(○) “토지매입을 ○○%완료하 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차. 콘도미니엄 표시∙광고  

1)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

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된다.  

<예시>     

(×)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

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도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

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시>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예약은 처음

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 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

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 콘도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카. 건물인증 등에 관한 사항  

1)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

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시>   

(×)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

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2등급건물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

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하위등급(예, Ⅲ등급)의 인증을 받았으면서 상위등급(예, Ⅱ등급)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2)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

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시>   

(×)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효율건물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

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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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 기타 거래조건  

1)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

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 상가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

당된다.  

<예시>  

(×) 사실과 다르게 “분양당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파. 조감도∙견본주택 등  

1) 상가등의 분에 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등을 조감도, 카

탈로그, 팜플렛, 약도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등의 방

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된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

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시>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로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

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보다 우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시설하여 당해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 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

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3)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실제로는 수동식 셔터를 사용함에도 견본주택에는 고급 자동식셔터를 설치하고 “셔터의 종류

는 시공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10. 환경관련 표시ㆍ광고행위시 유의사항  

 

가. 일반원칙  

1)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진실성  

-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광고의 주된 취지를 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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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스스로 제한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은 주된 취지와 함께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

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제한 또는 추가하는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기

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어려운 

글씨로 “상온에 습도 40%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양자를 한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기만적인 표시에 해

당  

2)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상당성  

- 환경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향을 미

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

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 포장지에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하 으나 사실은 종전 2% 던 것을 단지 함량을 

3%로 늘렸을 뿐이라면,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이라도 재생지를 1% 더 사용한 것이 환경에 실질

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소비자는 재활용물질 사용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

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과장표시임  

- 휘발유에 관하여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쾌적하게”라고 광고하는 경우 비록 휘발유 연소 후 배

출되는 배기가스중의 오염물질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도 휘발유를 사용할수록 대기

는 더욱 오염되게 마련이므로 “환경을 쾌적하게” 부분은 허위광고임  

3) 환경관련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성  

-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바탕 하여야 한다,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

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4)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환경관련 표시∙광고의 대상 구별  

-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 또는 그 일부중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 음료수병에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병 뚜껑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라도 보통의 소비

자가 뚜껑을 병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기만적

인 표시가 아님  

- Aluminium foil box에 재활용가능이란 표시의 경우 그 재활용주장이 내용물인 Aluminium foil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인 box에 해당하는 것인지 언급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Aluminium foil과 box중 어떤 한 부분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주장은 기만적임  

6) 비교광고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7)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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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상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소비자입장에

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한다.  

<예시>  

-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하여 라이프사이클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함  

 

나.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

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등 환경보전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 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에 환경관련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와 같은 노력을 상쇄할 만

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임  

 

다.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아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어긋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외의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아

래에 예시된 특정용어 및 표현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 “재활용물질”, “재활용물질 함유(율)”, “재생” 원래 쓰레기로 버려졌을 물질을 수집하여 상품의 생

산에 새로운 원료대신 투입하여 재사용 하 다면 재활용물질을 사용하 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이

나 포장의 일부분에만 재활용물질이 포함되었다면 중량 등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물질을 함유한 것이 상품

이나 포장 또는 그 일부인지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재활용 물질은 “소비전 물질”과 “소비후 

물질”을 의미한다.  

<예시>  

- 어느 사업자가 제품 생산공정에서 흘린 원료와 완제품 성형 후 남는 스크랩을 모아 최소한의 재

처리를 하여 새로운 원료와 혼합한 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흘린 원료와 스크

랩은 통상적으로 같은 공정에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제품에 재활용물

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표현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임  

- “본 쇼핑백은 재생지를 혼용하여 만들었습니다”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함유된 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함유된 재생지의 비율 등에 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기만적인 표시임  

◦ “쓰레기 감소”  

- 제품 또는 포장의 무게, 크기 또는 유해성 등을 감소시켰다는 명시적∙묵시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감소량 또는 감소비율을 비교의 기준등과 함께 밝히는 등 비교광고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시>  

- “(포장을 폐기하는 경우) 쓰레기 10% 감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자기의 과거 제품인

지 경쟁사업자의 제품인지 모호하므로 기만적임  

- “에너지(또는 물) 절약”, “에너지(또는 물)효율적”, “에너지(또는 물) 보존” 기능적으로 같은 수준

의 작업을 수행하는 상품 또는 공정에 비해 전기, 기름 등 에너지(또는 물)를 적게 소모하는 상

품 또는 공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등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공정군의 평균치에 미달한다면 평

균치를 함께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비교광고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시>  

- 신형자동차 A가 “동급 차량 B보다 기름사용 10% 감소”라고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 자체는 사

실이라도 동급 차량의 평균 기름소모량에 비하여 B의 기름소모량이 많다면 동급 차량의 평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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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사용량을 함께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가 됨  

◦ “오존층 보호”, “오존층 친화적”  

- 어떤 상품이 오존층에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단서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부당한 표시가 된다.  

<예시>  

- 에어졸제품에 아무런 단서없이 “(오존층에 해로운) CFCs 없음”이라고 표시한 경우 이 문구는 보

통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 오존층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출 수 있으므로, 

비록 CFCs는 없더라도 다른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22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기만적임  

◦ “분해성”, “생분해성”, “광분해성”, “썩는”  

- 제품이나 포장이 미생물, 빛 기타의 요인으로 인해 분해됨으로써 그 결과물이 환경에 동화됨을 나

타낼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포장이 분해되는 조건, 분해되는 정도, 속도, 범위 등 분해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밝혀야 한다. 아무런 단서나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포장이 통상적으

로 폐기되는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자연성분으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뜻으로 본다.  

<예시>  

- 농업용 멀칭필름에 대하여 “광분해성-햇볕에 노출시키면 잘게 부수어짐”이라는 표시∙광고하는 경

우, 이 제품이 햇볕에 노출된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충분히 잘게 부수어져 토양의 일부

가 되고 그 결과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아님  

- 상품 포장용 비닐에 “광분해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포장용 비닐이 위생매립장에 폐기되고 햇

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실정에서, 마치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광분해와 관련된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기만적인 표시임  

◦ “퇴비화가능”  

- 아무런 단서나 설명이 없이 제품이나 포장이 퇴비화 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퇴비화 시

설이나 체계 또는 가정의 퇴비화 장치내에서 상당한 기간내 안전하게 제품이나 포장의 모든 물질

이 분해되거나 다른 경로로 사용 가능한 퇴비나 그 일부가 된다는 신뢰성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

하여 실증되어야 한다.  

◦ “재활용가능”  

- 제품이나 포장의 상당한 비율이 쓰레기로부터 분리 수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되어 새로운 

제품이나 포장의 원료로 활용되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정립되어 이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술적

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때에도 형태, 크기, 기타의 성질로 인해 재활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에 “재활용가능”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이나 포장중 무시할만한 부분을 제외한 전체가 재활

용되기 곤란한 경우에 어느 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것인 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표

시∙광고가 된다.  

<예시>  

- 서로 다른 재질의 7개 층이 접합되어 구성된 우유팩에 “일부는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하고 7개

층 중 가장 비중이 큰 1개 알루미늄박층이 재활용 가능한 경우, 그 알루미늄박층을 분리하여 재

활용하는 것이 시설 등의 여건상 사실상 어렵다면 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됨. 

◦ “리필가능”, “재사용가능”  

- 사업자가 리필 또는 재사용을 위하여 상품을 회수∙수집하거나,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상품을 계속적

으로 재충전하거나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판매점, 수집소, 다른 시설이나 합리적인 가격이나 포장, 기

타 실질적으로 리필 또는 재사용을 위한 적체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여성용 콤팩트화장품에 “리필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재충전을 위하여 별도 판매하는 내

용물의 가격이 새 콤팩트의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는 리필용 제품보다는 새 제품

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이므로 이는 가격면에서 리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기만적임. 

◦ 환경마크 등의 사용  

- 환경관련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도안이나 마크등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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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활용가능표시 등 국가가 인정하는 환경관련표시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환경관련

표시와의 유사성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효능을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표시∙광고의 방법  

◦ 허가, 인증,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등의 인용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

가, 인증 기타 수상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방송∙잡지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 체제 국제규격(ISO 14001) 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

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임  

◦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  

-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환경적 효능에 관한 실험결과를 표시∙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

성을 보장하도록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 대

학교내연구소, 기타 실험전담인원 5명 이상인 공신력 있는 실험기관의 것만을 사실대로 인용하여

야 하며, 위의 기관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광

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

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

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

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증언식 광고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

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11. 비교 표시∙광고 유의사항  

 

가. 일반원칙  

◦ 비교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

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 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

지 않는다. 

◦ 따라서,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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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거래통념상 동

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

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

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

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

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

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지도, 시장점

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예시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비교표시∙광고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비교 표시∙광고>  

①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 자동차와 소비자인지도가 높은 외국브랜드의 동종의 수입 고급자동차의 크기, 배기량, 최고

출력, 연비, 최소회전반경, 강판두께, 안전장비 구비여부, 세후가격 등을 대비시켜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대부분의 비교 사항은 비슷하되 세후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

게 행한 표시∙광고  

(이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인 

수입 고급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비교는 소비자 인지도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를 포함한 패키지형에어컨 제조 상위2사가 당해시장의 75% 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

들 상위 2사가 소비자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

고 기술력도 열등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패키지형 에어컨과의 성능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다.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

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동종의 연간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기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판매량이 월등한 것으

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 맥주의 여름판매량과 경쟁사업자의 동종맥주의 겨울 판매량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판매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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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

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보험상품은 경쟁사업자의 보험상품과 달리 여러가지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급여내용만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이 경

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라.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

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기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동일한 중량의 슬라이스치즈가 지니고 있는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치즈의 우유함유량이 자기의 표시∙광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증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과거 우유함유량을 표시∙광고상에 

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향

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맥주의 열처리 여부에 따른 맛의 우열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

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예시 : 휴대용전화의 통화품질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휴대용전화의 통화품질을 비교하면서 특정 소비자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통화품질에 관한 체험을 

토대로 경쟁사업자보다 통화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마.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

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휴대용 전화 서비스를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와 경쟁사업자의 휴대용 전화의 보증금, 기본요금, 통화요금을 비교하면서 통화상품명, 통

화구간, 통화시각∙요일 등의 제 조건을 기재하고 자기 서비스의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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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기의 휴대용 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화지역이 적고 통화

장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

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②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휴대용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능면에서는 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뿐 아니라 성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

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광고  

◦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

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교통사고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왜곡하여 차량 안전성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교통사고가 차량결함 이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기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경쟁사업자 차량의 교통사고율보다 낮다는 통계자료만을 인용하여 자기 차량이 경쟁사업자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바. 비방적인 표시∙광고와의 관계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

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

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 따라서, 비록 사실에 기초한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광고의 전체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

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12. 추천ㆍ보증광고 표현시 유의사항  

“추천∙보증 등”이라 함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음

성·문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광고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추천·보증과 관련된 표현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야 한다.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

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

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가. 일반원칙  

◦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

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추천∙보증인이 본인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광고주는 당

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

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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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

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표시∙

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

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표시∙광고상의 소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추천∙보증인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 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학위취득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1년만에 학사가 되었다는 소비자의 합격소감을 게재하 으나, 소

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추천∙보증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

자가 자신의 사용경험 등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수능시험 최고득점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떤 특정 수험지로 공부하여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광고하 으나, 실제 자기 아들이 동 수험지를 구독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추천∙보증인이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 으나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

진 시점에 추천∙보증인이 동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 으

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전자학습보조장치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구체적인 석차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석차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

해 구체적인 등수를 언급하면서 월등하게 석차가 향상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첨가해 감사편

지를 게재한 경우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

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광고

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식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동 식품을 복용하면 광고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 으나 사실은 동 식품이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다.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  

◦ 표시∙광고내용의 전체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광

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상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

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표시∙광고상의 전문가가 실제로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고 볼 수 없거나 또는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동 전문가의 실제 판단내용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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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추천∙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 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

인 경우  

◦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

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 의사복장을 하고 피부미용기기를 추천하면서 전문가라고 소개하 으나, 광고상의 전문가로 소개

된 자가 해당 분야 전문지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조사∙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

하는 경우  

◦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

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등  

◦ 단체∙기관명의의 권장∙권유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

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내용이 단

체∙기관의 공식의사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기

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표시∙광고상의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추천∙보증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기관이 아닌 개

인 또는 소수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단체∙기관의 추천∙보증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단체∙기관의 자격∙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 으나, ○○연

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단체∙기관의 공식의사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 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추천∙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

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 부당광고 심결사례  

 

가. 식품∙생활용품 부문  

1) 식품 

유형 1 : 자일리톨껌을 광고하면서 자일리톨 제조공법상의 차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

의 제품에 비해 우월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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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제과(주)는 2001.3월 자기제품인 오리온 자일리톨껌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화학적 촉매로 만

든 자일리톨껌과 100%발효법으로 만든 자일리톨껌,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는 표제하에  

- "기존 XYLITOL ORION Xylitol"로 표기하면서 경쟁사의 제품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도안과 자기

의 제품을 나란히 비교하고,  

- “100%발효법으로 만들어 깨끗합니다”라는 소제목하에 “화학적촉매로 만든 기존의 자일리톨껌과

는 달리 세계최초로 순수하게 100% 발효법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로 표현

하 으며 

- “동양제과는 97년 미생물발효법을 통한 자일리톨 생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또는 “오리온 자

일리톨은 세계 최초의 생산기술인 100% 발효법으로 만들어~” 등으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문답형식의 표현을 통해 경쟁사인 롯데제과(주)의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도

안과 자기제품을 비교하면서 껌제조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제조방법의 차이를 부각시켜 

자기의 공법에 의해 제조된 껌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이 화학적 촉매로 만든 기존의 자일리톨껌과는 달리 발효법으로 만들어 깨끗하므로 안

심하고 즐길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기제품에 비하여 품

질이나 청결도가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되며, 또한, 미생물발

효법을 이용한 다수의 자일리톨 생산기술이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되어 미국특허(제4368268호, 

제5081026호, 제5631150호 등)를 획득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미생물발효법을 이

용한 자일리톨 생산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 다.  

 

 

◦ 자일리톨껌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공법차이가 객관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의 자일리톨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비해 품질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로 부분적인 제조공법의 차이를 전체적인 품질

의 차이로 표현하는 등 경쟁사업자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

현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유형 2 : 식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 등과같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두 제품의 효능을 비교광고

하는 행위 

        ⇒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 

◦ (주)벤트리는 2002.10월, 식품인 VNP54에 대해 일간지 등에 광고하면서 “VNP54의 성기능 개선효

과가 비아그라보다 낫다고?”라는 헤드카피와 함께 “고려대학교의 임상실험결과 VNP54를 투여한 

환자중 81.0%(비아그라 국내 임상실험결과 81.2%)가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

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의 VNP54는 식품이며, 비교대상인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전문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서 두 제품은 동일 시장의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도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 전문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교하여 마치 피심인의 제품이 발

기부전 전문치료제인 의약품과 대등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것은 부당한 비교광고로 인정된

다고 판단하 다.  

 

 

◦ 비교광고를 할 경우에는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

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  

◦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거래통념상 동

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비교광고에 해당될수 있음을 유의  

2) 생활용품 

유형 3 : 주방용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제품에 비해 4배의 세척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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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앤지(주)는 2000.7～10월중 TV 및 잡지 등을 통해 자기가 판매하는 주방용세제인 “조이”에 

대해 “1/4만 써도 기름때까지 한번에-조이“라는 표제로 “표준지표세제의 1/4만 써도 되니까 더 

오래오래!”라는 소제목하에 “조이는 뛰어난 세정력으로 예전에 쓰던 것과 같은 양으로 4배 더 많

은 설거지를 할 수 있으므로 4배 더 경제적인 세제입니다.”로 표현하 으며, 제품용기 전면에 “기

름기를 한번에 싹! 조이 Joy 1/4”로 표시하고 제품 후면에 ”1/4 탁월한 기름기세정력으로 1/4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동 표현은 피심인 제품인 “조이”의 세정력이 표준지표세제의 4배에 해당되므로 예전에 

사용하던 세제보다 4배 많은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제품은 

2000.8.14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세정력시험에서 표준지표세제에 비해서는 4배의 세

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용주방세제인 퐁퐁 등에 비해서는 세정력이 2배 수준 이하인 것

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표준지표세제란 세제의 세정력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제정한 시험방법

인 KS M 2709 상의 실험실용 기준세제로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는 아니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제로 볼 수 있는 바, 피심인이 광고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인식하

지 못하는 표준지표세제의 1/4만 써도 된다고 하면서, 예전에 쓰던 것과 같은 양으로 4배 많은 

설거지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한 행위는 마치 타회사의 범용세제에 비해서도 4배의 세정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세제의 세척력 등을 기존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제품과 비교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실험실용 기준세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대상에 있어 적정성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

히 유의 

유형 4 : 농축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의 계열기업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소비

자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태평양은 1993.7월 일간지 등을 통해 자기가 판매하는 세제인 “쾌백”에 대해 “세제에 불만있

는 82.5%의 주부들께 권합니다. MES세제-쾌백, 일반세제를 단순 농축시킨 기존의 농축세제들은 

세척력과 피부보호, 섬유유연효과등 세제의 중요한 기능에서 주부들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합니

다…제품테스트에 참여하신 254분의 주부들 가운데 약 88%의 주부들을 만족시킨 MES세제 - 쾌

백”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은 동 광고는 자신이 개발한 신세제 「쾌백」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열회사인 (주)동방기획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세제의 세척력, 피부보호, 섬유유연

효과 및 저공해성등 주요기능에 있어서의 자기의 신제품(쾌백)과 기존의 가장 유력한 세제인 (주)

제일제당의 「비트」및 (주)럭키의 「한스푼」등과의 상호품질비교평가(신제품 농축세제의 제품력

비교테스트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광고하 다고 주장하 으나  

- 공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방법이 아닌 자기의 계열회사를 통하여 실시한 소비자의 주관적

인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존세제에 대하여는 82.5%의 소비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는 약88%의 소비자가 만족을 느낀다고 총체적인 표현을 사용

한 것은 설령 자기제품의 품질이 세척력, 피부보호, 섬유유연효과등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우수하

다 하더라도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처럼 표현한 허위과

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제품(쾌백)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공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방법이 아닌, 자기의 계열기업

을 통하여 실시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광고할 경우 실증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광고실증제운 지침 참고)  

유형 7 : 화장지제품에 대해 Q마크를 획득한 사실을 과장하여 품질보증이 완벽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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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제지(주)는 1993.5월 화장지제품인 "스카티"에 관하여 일간지 등을 통해  

- "미용티슈 스카티만이 Q마크를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스카티는 100% 천연펄프만으로 된 최고급 

미용티슈이며 재생지를 표백하여 만든 티슈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형광물질이 전혀 없고 천연펄프만을 사용한 티슈에 한해서 주어지는 Q마크", "Q마크는 더 이상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없다는 최고수준의 품질보증으로서 품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한국잡화시험검사소로부터 그 제품인 "스카티"에 관하여 Q마크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나 Q마크제도는 한국잡화시험검사소가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며, 관련제품 전부를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검사한 품

질의 우열에 따라 Q마크를 부여하거나, 화장지의 경우 특히 천연펄프만으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 

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교검사한 결과 경쟁회사 제품은 모두 재생지를 

표백하여 제조한 것이고 스카티만이 100% 천연펄프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Q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며  

-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검사기준에 합격한 비교적 우수한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적인 의미로 이를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Q마크

를 획득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광고하 을 뿐

만 아니라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등을 이유로 스카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

의 과장된 광고를 하 다. 

 

 

◦ 각종 인증 수상사실 등을 인용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당해 인증범위나 수상 등의 획득의미를 사실

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인증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  

 

나. 자동차 부문  

유형 1 : RV차량인 테라칸에 대해 “풀플랫시트(1, 2열)”라고 표시하 으나 실제로는 2열 등받이시트가 

완전히 펼쳐지지 아니함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현대자동차(주)에서 2001. 2～8월 기간중 업소 등에 비치된 RV종합가격표상에 자기가 판매하는 

“테라칸”차량의 기본사양품목을 안내하면서 “풀플랫시트(1, 2열)”로 표현하 다.  

- 동 표현은 7인승 RV차량인 “테라칸”의 1, 2열 좌석이 모두 180도로평평하게 펼쳐지므로써 승차자

의 누워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동차량의 1열은 180도 

각도로 펼쳐지나, 2열 등받이석은 고정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라칸 좌석배치도 : 펼쳤을 경우> 

 

1열                 2열    3열 

◦ 공정위에서는 2열의 등받이가 펼쳐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풀플랫시트(1, 2열)”라고 표현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피심인은 이에 대해 1, 2열 풀플랫시트란 1열과 2열의 바닥부분이 평평하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

로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 으나 관행적으로 이러한 표

현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비자는 1, 2열이 모두 180도로 펼쳐지는 것으로 오

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을 하여야 할 것이며,  

◦ 동 심결사례는 소비자혼동의 우려가 있는 시트배치와 관련한 표현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

다는데서 그 의의가 있다.  

→ 1열 풀플랫시트 : 1열의 등받이가 완전히 펼쳐져 2열의 바닥과 연결된 평평한 공간이 확보되는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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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1, 2열 풀플랫시트 : 1, 2열의 등받이가 완전히 펼쳐져 3열의 바닥과 연결된 평평한 공간이 확보

되는 경우  

유형 3 : 일부차량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조사 등을 근거로 “품질1위” 또는 “1등 승용차”라고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대우자동차판매(주)에서 1998년도 상반기 국내 승용차 판매1위 달성 기념특별행사를 홍보하면서 신

문광고등을 통해 “판매 1위, 품질1위, 1등 대우승용차..” 등으로 표현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승용차가 1998년 상반기중 국내승용차 판매실적에서 1위를 달

성한 사실과 서강대 부설 APEX 연구소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및 한국생산성본부의 NCSI(국가

고객만족도) 측정결과 자동차 3사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 1998년도 공식 자동차 리콜대수에 

있어 피심인이 판매하는 「마티즈」나「티코」가 가장 적은 점을 들어 품질1위라고 표현했다고 주장

했으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안전성, 성능, 승차감, 편의성 등 다양하고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단편적인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품질1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피심인의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 다.  

 

 

◦ 자동차에 대한 단편적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품질 1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마치 피

심인이 판매하는 모든 승용차의 품질이 공인기관 등의 엄격한 품질 검증절차를 거쳐 1등으로 평

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정확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허위　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유형 4 :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고급승용차의 최고봉", "금세기 최고의 메카니즘이 집약된 고

급승용차의 최고봉"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현대자동차(주)에서 1990. 10월경 자기가 판매하는 승용차 “그랜저”에 대해 “고급승용차의 최고봉-

그랜저”,“금세기 최고의 메카니즘이 집약된 고급승용차의 최고봉-그랜저” 등으로 광고하 다.  

◦ 공정위는 “고급승용차의 최고봉-그랜저”라는 표현에 사용한 “최고봉”이라는 용어는 그랜저승용차를 

개발한 1986. 7월이래 본 제품에 관한 브랜드슬로건으로 광고∙. 판촉물에 사용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주장하 으나,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더라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있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 “금세기 최고의 메카니즘이 집약된 고급승용차의 최고봉-그랜저”라는 표현에 대해 피심인은 자기

제품인 그랜저승용차에는 V6형 3000cc 엔진, ABS(Anti-Lock Brake System), ECU(Electronic 

Contro Unit)등의 첨단장치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동표현을 사용하 다고 주장했으나 동 장치

들이 첨단장치로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러한 장치들은 피심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여타 경쟁사들의 

제품에서도 장착되고 있으므로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자기의 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유형 5 : 「누비라II」 승용차의 연비가 준중형 승용차중 최고인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대우자동차판매(주)에서 1999. 3월 준중형 승용차인 누비라II에 대해 일간신문 등에 광고하면서 “준

중형 최강의 파워와 연비”라고 표현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의 광고표현은 「누비라Ⅱ」가 파워 뿐만이 아니라 연비에 있어서도 준중형 승용차 

중에서 최강(최고)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으나 자동차형식인서상의 「누비라Ⅱ」의 연비는 16.0

㎞/ℓ로서 경쟁사업자의 「아반떼 린번」의 16.9㎞/ℓ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누비라Ⅱ」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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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워와 연비에 대하여 준중형 최강의 파워와 연비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자동차의 파워나 연비에 대해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표현만 사용해야 하며, 경쟁사차종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므로써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형 6 :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준중형승용차량인 누비라II를 광고하면서 경쟁회사의 차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여 경쟁사제품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 음. 

        ⇒ 비방광고에 해당 

◦ 대우자동차판매(주)에서 1999. 4월 주요 일간신문 등을 통해 준중형승용차 “누비라 II”에 대해 “「누

비라 II로 서울↔부산을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라고 광고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의 광고에 앞서, 경쟁사업자인 현대자동차(주)는 1998. 5월경부터 주요 일간신문, 

TV방송 등을 통하여 피심인의 「누비라Ⅱ」의 경쟁제품인 「아반떼 린번」에 대하여 일회 주유로 서

울과 부산간을 왕복할 수 있다고 계속 광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하에 피심인이 「누비라

Ⅱ」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광고 문안에서 특히 노란색 글씨로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아반떼」와 발

음이 비슷한 아, 반대로… 라는 표현 뒤에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 라고 하여 「누비라Ⅱ」로 서울↔

부산을 힘차게 왕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행위 및 피심인이 판매하는 「누비라Ⅱ」는 서울↔부

산을 힘차게 왕복할 수 있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아반떼 린번」은 힘없이 왕복하는 것처럼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경쟁회사 제품의 발음을 사용하여 경쟁사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품질

이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는 광고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비방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유형 7 : 현대자동차(주)에서 준중형승용차량인 아반떼린번을 광고하면서 경쟁회사의 차량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경쟁사제품을 비하 하는 표현을 하 음 

        ⇒ 비방광고에 해당 

◦ 현대자동차(주)에서 1999. 3월～4월까지 주요 TV 등을 통해 준중형승용차 “아반떼린번”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광고하 다.  

<텔레비젼 CF의 화면> 

피심인 업소의 길 건너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판매사업자의 업소에서 고객이

그 업사원에게 한 번 주유로 서울-부산을 왕복한다는 자동차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다음과 같은

대화의 장면이 나온다. 

<대화의 내용>   

손님 : 저, 서울 부산 왕복한다는…  

업사원 : 아~ 린번엔진~ 그건 현대건데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이 차로 계약하시면 제가 다른 서

비스를… 

◦ 공정위는 동 광고내용은 고객이 한번 주유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승용차는 린번엔진을 

장착한 피심인의 자동차뿐이고 다른 자동차판매회사는 한 번 주유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

는 차가 없으므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일반소비자들이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광고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누비라Ⅱ」와 경쟁제품인 피심인의「아반떼 린

번」에 대하여 상호비방광고전이 벌어지던 상황하에서 행해졌는바, 승용차에 관심이 있는 일반소비

자의 경우 피심인 현대자동차(주)가 생산하는 「아반떼 린번」은 한 번 주유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

할 수 있고 대우자동차(주)의 「누비라Ⅱ」는 그러하지 못한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기에는 충분하

다고 할 것이며 

- 또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아반떼 린번」과 경쟁대상이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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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대우자동차(주)의 「누비라Ⅱ」도 한 번 주유로 서울과 부산간을 왕복할 수 있음이 입

증되었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자동차가 일회 주유

로 서울과 부산간을 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경쟁회사 제품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경쟁사제품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경쟁사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

는 광고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비방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통신업 부문  

유형1 :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통화품질을 바나나껍질에 비유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통화품질보다 현

저히 열등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비방광고에 해당 

◦ 2003. 12월, SK텔레콤은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알맹이 없이 벗겨진 바나나 껍질그림」과 「알맹이 

있는 바나나」그림을 좌우에 대비시키고, 바나나 껍질 그림 위에는 “번호만 그대로?”를, 그림 아래에

는 “번호만 011입니까? 통화품질까지 011입니까?”라는 광고문구를 넣고, 알맹이 있는 바나나 그림 

위에는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를, 그림 아래에는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 011의 가치는 

번호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통화품질입니다. 앞선 기술과 자부심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하 다.  

◦ 공정위는 동 광고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보통의 소비자라면  “알맹이가 없는 바나나 껍질”과 

“온전한 바나나”의 그림과 “번호만 011입니까? 통화품질까지 011입니까?”, “통화품질이 달라집니

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보게 됨으로써 “온전한 바나나” 와 “바나나 껍질”그림은 피심인과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통화품질을 비유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나  

-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통화품질을 바나나껍질에 비유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통화품질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

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동 광고내용은 바나나 껍질과 알맹이를 대비시키고 통화품질이 달라진다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011가입자가 경쟁사업자인 KTF나 LGT로 이동할 경우 통화품질 또는 서비스가 바나나껍질과 같이 

쓸모없고 열등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경우로써  

- 직접적인 비방이 아닌 간접적인 암시기법을 사용한 광고라도 경쟁사제품을 비하시키는 이미지를 

주므로써 소비자오인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정당한 비교광고의 한계를 넘은 비방광고로 판단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형2 :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을 안내하면서 일부 요금제도의 경우 일정 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것

처럼 광고하 으나 실제 무료통화 시간은 이에 미치지 못함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2000.4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광고하면서 “월 100분 무료통화” 등으

로 표현하 다.  

◦ 공정위는 소비자의 주요한 선택기준 중의 하나인 무료통화제공시간은 당연히 무료통화가 실제로 가

능한 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 피심인들의 경우 실제 무료통화는 도수단위로 제공되므로 광고에 표기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제공되는 무료통화시간 계산단위인 ‘도수’로 표기하지 않고 해당 ‘도수’에 10

초를 곱하여 산출한 ‘분’단위로 무료통화시간을 표기한데 따른 것이나  

- 소비자가 휴대전화 사용시 항상 1도수당 10초를 다 채우고 통화가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한 평균적인 실제 무료통화시간이 1도수당 평균 9.3초로 해당 표기시간(분)에 비해 약 7%가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무료통화 제공시간보다 과다하게 표기하여 광고한 것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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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예시> 소비자가 21초 통화하 을 경우 요금은 3도수로 계산되어 부과되나, 본건 광고에 있어서는 

3도수를 일반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30초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무료통화제공시간이 100

분이라고 할 경우 이는 6,000초로서 요금부과 기준으로 볼 때 600도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나,  

이를 본건 광고에서와 같이 100분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100분에 미치지 못하는 

통화시간(평균 약 93분 정도)으로 600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7분 정도의 차

이가 발생한다.  

 

 

◦ 휴대전화의 요금 부과 체계가 ‘도수’(1도수는 10초)단위로 계산되고 무료통화 제공시간도 역시 ‘도

수’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 무료통화 제공시간은 기본요금 및 ‘도수’당 요금과 함께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

한 선택기준이라고 할 것인 바,  

- 무료통화 가능시간과 도수 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600도수(약 100분) 무료통화”  

유형3 : 객관적인 근거없이 통화품질을 입증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1999.2월 KTF(한국통신프리텔)가 일간신문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PCS016 광고를 하면서 

“016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1등통화품질챌린지...을 통해 통화품질 입증” 등으로 표현하 다.  

◦ 공정위는「1등 통화품질챌린지」는 피심인이 모니터(챌린저)를 모집하고 이들 모니터들이 일정한 지

역에서 5개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각각의 통화품질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를 정하는 행사 는데, 이 

행사는 피심인이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모니터의 상당수가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인 016 이

용자들로 구성되어 모니터들의 객관성을 잃은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사

결과의 자료는 5개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

고  

- 위 행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마치 PCS 016이 객관적으로 통화품질을 입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품질 1위”나 “품질 입증”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 3의 공신

력 있는 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 등을 인용하여 광고해야한다.  

유형4 : 인터넷서비스 속도에 대해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속도가 빠른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1999 이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인터넷속도 등 품질에 관련된 광고행위

가 급증하고 있다.    

- 최고 8메가의 속도로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한국통신)  

- 100배 빠른 인터넷(하나로통신)  

- 총알처럼 빠르다.(두루넷)  

- 최고 1M의 속도로 빛처럼 빠르다.(데이콤)  

- 국내최고의 완벽한 통화품질  

◦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터넷 전송속도는 이론상의 최대속도로 대부분, 이는 전화국에서 고

객댁내까지의 가입자선로구간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의미하며 이용자의 체감속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상 다양한 이용자환경, 선로사정 및 접속자수 등 외부환경에 따라 실제 體感

速度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서비스의 速度가 최고 8Mbps 등으로 표현하면서 利用者環境 및 다양한 外部要因에 따라

서 인터넷 서비스 速度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히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실제 

전송받을 수 있는 속도로 誤認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 다.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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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8Mbps"라고 표현할 경우 최고라는 수식어가 있으므로 일단 부당광고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

으나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말고 이론적인 속도임을 명시하거나 접속환경 및 이용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 한국통신의 경우 통신시설 사정으로 실제 256Kbps로 속도를 제한한 상태임에도 최고 8M의 속도

가 나오는 것처럼 과장광고하여 적발된 사례이다.  

◦ “100배 빠른 인터넷”의 경우 ADSL서비스가 기존 전화모뎀의 56Kbps에 비해 이론적인 속도가 

100배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속도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된다.  

◦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알처럼 빠르다”, “빛처럼 빠르다” 등으로 표현할 경우 

광고적표현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유형4 : 무료통화행사를 실시하면서 무료통화의 조건이나 시간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 기만적인광고에 해당 

◦ 1999.2월 이동통신 4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통화 행사를 실시하면서 무료통화 기간 및 가능시

간대, 통화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하 다.  

◦ 공정위는 무료통화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무료통화 부여기간이 가입익월 한달간만 적용되

고 1달내 주어진 무료통화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고 무료통화혜택이 없어짐에

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무료통화 부여사실만 강조할 경우 소비자는 자기

가 편리한 시간대에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무료헤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무료통화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상기간이 가입익월 한달간만 적용됨에도  

-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무료헤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 동사례의 경우에는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제한 조건을 상세하게 밝히고, TV 등 광고면의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신문내용을 참조하라고 표기한 경우에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원

칙을 천명한 심결례로 볼 수 있다.  

유형5 : 자기와 경쟁사업자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를 비하하여 광고하는 

행위 

        ⇒ 비방광고에 해당 

◦ 1998.7월 KTF(한통프리텔)가 TV 등을 통하여 원시인 등장을 소재로 PCS 016의 부가통신서비스 제

공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 교통정보제공에 대한 광고에서 갈림길의 도로를 각각 11번과 16번으로 표시하고 PCS단말기 액정표

시판에 “11번 도로 막힘 16번 도로 이용”이라고 표현하고,  

 - 또 다른 부가통신 서비스제공 광고에서 등장인물을 통하여 “016 모르면 원시인” 또는 “016 없으

면 원시인”이라고 광고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PCS 016로 제공하는 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교통정보내용으로 위

의 “11번---이용”이라고 표시한 것은 특정 교통정보의 예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통신서비스 식별번호의 016을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고, 피심인이 자기의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광고

를 하면서 16이란 숫자를 달리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동 숫자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 서비스식별번호 : SK텔레콤 011, 한국통신프리텔 016, 신세기통신 017, 한솔PCS 018, LG텔레콤 

019  

- 16이란 숫자를 자기의 통신서비스 식별번호 016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 다고 판단되며, 이러

한 측면에서 11이란 숫자 역시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번호 01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와 같은 광고표현은 자기의 서비스내용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한 것

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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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경쟁회사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경쟁사제품

을 직접지칭하지 않더라도 경쟁사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에는 광고적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비방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항공 부문  

유형1 : 직항로의 편리성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미국 주요도시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

으나 실제로는 중간 경유지가 있음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대한항공(주)에서 1998.11월에 일간지 등을 통해, 자기의 직항로선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 “시카고, 워싱턴, 뉴어크, 댈러스-갈아 타시겠습니까? 바로 가시겠습나까?”라는 제목하에 승객이 

짐을 끌고가는 그림과 함께 “경유지에서 입국수속후 짐을 찾아 다른 터미널로 이동해야하는 불편

함이 없습니다.” 등으로 표현하 다.  

◦ 공정위는 동 광고에 표기된 도시명이 당시 경쟁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메리칸항공과 공동운항

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 지역에 대한 운항방법을 아시아나와 비교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의 지역을 여행할 경우도 동 지역까지 같은 항공편으로 여행하

긴 하나, LA나 뉴욕 등 중간 기착지를 경유(시카고는 미경유)하여 여행하게 된다(물론, 아시아나의 

항공권으로 위의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는 광고표현과 같이 LA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아메리칸항

공으로 갈아 탐).  

- 따라서 ‘바로간다’는 표현은 중간 경유지 없이 위의 지역으로 바로 간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인

식하게 될 것인 바, 중간 경유지에 대한 설명없이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일반적으로 항공업계에서 중간경유지가 있는 위와 같은 운항형태를 직항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바로간다”라고 표현할 경우 소비자는 중간경유지 없이 목적지 공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

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의 유무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형2 : 항공기 정비부문에서 ISO 인증을 받은 사실과 안전경 수상 사실을 과장하여 운항안전성이 뛰

어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아시아나항공(주)에서 1998.9월 일간신문 등에 자기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 “정비 전부문 ISO인증 획득으로 입증된 정비신뢰도”  

- “항공사 최초로 「안전경 대상」 수상!.... 안전성도 인증받았습니다.” 등으로 표현하엿다.  

◦ 공정위는ISO인증은 동사의 정비관리의 체제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 이러한 정비관리체제 운 에 따라 산출되는 정비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입증하여 주는 것은 아님

에도 정비관리체제에 대한 ISO인증을 근거로 정비신뢰도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

장광고에 해당되며, 

- 또한, 피심인이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안전경 대상을 수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종업원 근무

환경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경 체제나 노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수상을 하

게 된 것으로 항공기 정비나 운항과 관련된 이용승객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는 아님에도 마치 

항공기운항에 대한 안전성평가로 안전경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인증이나 수상사실 등을 인용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당해 인증범위나 수상 등의 획득의미를 사실과 

Check point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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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광고하거나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인증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

정받은 것처럼 표현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유형3 : 여객기 기령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5.73년이라고 광고하면서, 기준

시점을 밝히지 않거나 미도래기간의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대한항공(주)는  `98.11.10일자 조선일보등 일간지 등을 통해  

- “대한항공 30년! 여객기 평균기령 5.73년!”이란 표제광고와 함께,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의 “여객기 

기령별 보유현황”을 “98년12월말 현재 여객기 제작일 기준”으로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  

- `98.11.23부터 MBC-AM등 6개 라디오의 뉴스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전세계 항공사의 여객기 평

균나이는 12년 대한항공은 5.73년입니다…”라고 광고하 다.  

◦ 공정위는 동 광고표현만으로는 피심인의 여객기 평균기령이 `98.11.10 광고시점에 5.73년이 되거나 

광고이전에 이미 5.73년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인식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평균기령의 

5.73년의 산출 기준시점은 `98.12월말이고 광고시점의 평균기령은 6.81년이므로 동 광고표현에 있

어 기준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평균기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

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 또한, “전세계 항공사의 여객기 평균나이는 12년 대한항공은 5.73년입니다---”라고 여객기의 평

균기령 및 경쟁사와의 기령별 여객기보유내역 비교 내용을 미래시점 기준으로 광고하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미래시점까지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

도록 기준시점을 설정함과 동시에 경쟁사업자의 계획을 반 하지 않은 광고표현으로 허위∙과장 또

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평균기령 및 경쟁사와의 기령별 보유현황 비교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미래시점 기준으로 광

고할 경우에는 미도래기간의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쟁사의 변경내용은 반

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유형4 :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의 서비스가 3류라거나 비행기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

하고 자기 항공기는 평균기령으로 경쟁 사는 가장 오래된 비행기의 기령으로 비교하는 행위 

       ⇒ 비방 또는 부당비교광고행위에 해당 

◦ 아시아나항공(주)에서 '96.1월 일간신문 등에 자기의 항공서비스에 대해 광고하면서  

- "1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3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 "새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 "아시아나의 비행기 평균기령은 3.5년...경쟁사는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 등으로 표현

하 다.  

◦ 공정위는 "1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3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일반

적으로 3류란 질이 낮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마치 경쟁사업자의 서비스가 3류 서비스

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서 이는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비방한 광고행위에 해당되며, 

 - "새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된 항공사의 비행기 평균기령은 10.7년('94.12.31기준)인 반면에, 국내 경쟁사업자의 비행기 

평균기령은 8.4년으로 경쟁사업자의 비행기가 결코 노후된 헌 비행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자사의 

비행기 평균기령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짧다는 것을 근거로 자사의 비행기는 새 비행기로 표현하

고 경쟁사업자의 비행기를 헌 비행기라고 표현하면서 어느 것을 타겠느냐고 광고한 행위는 마

치 경쟁사업자의 비행기는 헌 비행기로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하는 비방광고행

위에 해당되며, 

- 또한, 자사의 비행기 기령은 평균기령인 3.5년으로 표시하면서 경쟁사업자의 것은 평균기령이 아

닌 가장 오래된 비행기 기령인 20년(평균기령은 8.4년임)을 표시하여 광고한 행위는 비교기준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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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

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

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광고할 경우 부당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금융업 부문  

유형 1 : 신탁상품 등의 금리에 대해 실제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중소기업은행은 1996.3월 『뉴에이스월복리신탁』 안내장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

실이 있다.  

-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 이자계산"  

-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6개월이 경과하여 중도해지 하시면 소정의 중도해지수수

료 차감후 높은 이자로 실적배당해 드립니다). 

◦ 공정위는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 이자계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내부규정에 최초 1년 만기후 1년씩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 해지될 경우 단리계산 방법으로 해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 「뉴에이스월복리신탁」이 자동연장기간중에 해지될 경

우에는 월단리이자계산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

리 이자계산"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 "중도해지시에도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6개월이 경과하여 중도해지하시면 소정의 중도해지 수수료 

차감후 높은 이자로 실적배당해 드립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가계금전

신탁 펀드에는 『뉴에이스월복리신탁』 상품과 다른 상품이 함께 운용되고 있어서 중도해지배당

률,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에이스월복리신탁』 상

품이 여타 신탁상품보다 중도해지배당률면에서 높은 잇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

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라고 판단하 다.  

 

 

◦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에 대해 광고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표시해야 하며 동종의 다른 상품이 비슷

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자기상품만이 최고 수익율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부당

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2 : 할부금융 광고를 하면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금리가 계속 적용되는 것처

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외환할부금융(주) 등 6개 할부금융사들은 1996.2월부터 1998.6월 기간중 대출안내전단 등을 통하

여 주택할부금융 안내광고를 하면서  

- 대출금리에 대하여 “연 13.3%(매 3년후 이자율 재조정)” 또는 연 “13.99%”등으로 표현하 으나 

실제로 주택할부금융 신청자들과 주택부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

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8. 1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약 

6%P 정도 대출금리를 인상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 조건, 특히 확정금리 여부는 소비자들이 주택할부금

융을 결정하거나 할부금융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출안내전단, 부동산잡지광고 및 신문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 피심인들이 대출안내전단, 부동산잡지광고 또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에 대

하여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연 13.3%(매 3년 후 이자율 재

조정) 또는 연 13.99%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대출 후 일정기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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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또는 대출실행기간 중에는 변동되지 아니하고 광고상에 표기된 일정한 금리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 피심인들이 대출신청자들과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서는 위 광고표현과는 다르게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출금

리를 당초의 대출금리보다 약 6%P 정도 인상한 행위는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가 대출 후 일정

기간 또는 대출실행기간 중에는 변동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리가 계속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금융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금리조건이 고정형인지 연동형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실제 대출약

정단계에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 다고 하더라도 당초광고에서 이를 밝히지 않

았다면 부당광고로 인정될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유형 3 : 암보험상품에 대해 광고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특별한 조건없이 단순

히 입원 및 퇴원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 기만광고에 해당 

◦ 제일생명보험은 1997. 6월 「제일나이스건강보험」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① "암 성인병 보장 : 퇴원시 요양비로 퇴원 1회당 암 200만원, 기타 성인병100만원" 

② "기타보장 : 성인병 사망시 2,000만원+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위 ①, ②의 기준 : 주계약 1계좌,

나이스암치료특약 1계좌,입원특약 2,000만원)" 

◦ 공정위는 피심인이 「제일나이스건강보험」상품 광고에서 각종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한 보

장혜택에 대하여 암, 성인병으로 입원 후 퇴원시 퇴원 1회당 요양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 표기

하면서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퇴원시에 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마치 특별한 조건

없이 단순히 입원후 퇴원시에는 요양비조로 퇴원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또한, 단순히「성인병사망시 2000만원+ 납입보험료 전액지급」이라고 표시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이 2

년미만일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10%와 납입보험료 중 주계약 보험료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밝히

지 않은 것은, 마치 동상품에 가입할 경우 성인병 사망시에 납입한 보험료 전체와 함께 보험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광고상에 표기한 보험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행위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보험상품 등의 보장혜택에 대해 광고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나 제한요건이 있을 경우에 이

를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소비자가 상품선택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누락할 경우에

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유형 4 : 보험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15%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표현하 으나 실제로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해서만 15% 수익을 지급하므로써 순보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 기만광고에 해당 

◦ 동부화재(주)는 1998.1월 자기의 보험상품인 “파워플랜보험”에 대하여 팜플렛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 “적립순보험료를 높은 이율로 부리하여 고수익 보장” 

- “고수익 15.0%”, “15% 고수익”이라고 표현하 다.  

◦ 공정위는 만기환급금 계산기준이 되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고수익 15% 

등으로 표현할 경우 소비자는 전체 납입보험료에 대해 15%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납입금액 대비 11.5% 수익률에 불과한 바, 적립순보험료라는 표기

를 하 다고 하더라도 동 용어에 대한 설명없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일반인이 생소한 보험용어들이 광고에 있어 주요부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용어에 대한 부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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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명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건설 부문  

유형 1 : 총분양대상 세대중 일부세대를 사전분양 해놓고 전체세대를 선착순분양 하는 것처럼 광고

         ⇒ 기만광고에 해당 

◦ (주)에이치원개발은 2001. 3월 일간지 등에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총 1,829세대 중 추첨

을 통해 별도 분양하는 로얄층 529세대를 제외한 1,300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경기도 분당의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1,300세대중 

449세대를 빼돌려 사전 분양하거나 또는 분양 여유분이 있음에도 마치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가장

하여 청약자를 배제한 후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등 임의 분양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1,300세대 

전체를 선착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아파트 분양방법 등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에는 분양방법별 세대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하며 대상

세대수를 부풀리거나 일부 제외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물건이 많은 것처

럼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속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형 2 :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아파트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기만광고에 해당 

◦ 현대산업개발(주)는 2000. 9월 일간신문 등에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평촌현대 I.Space」475세대를 

분양광고하면서  

- 일간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 이라고 표현하고  

- 동 분양물건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그 밑에 “평당 

440만원대 평촌 최저가!” 또는 “이제, 평촌의 주거문화가 바뀝니다.” 라고 표시∙광고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

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 보장”이라고 표현하고 동 분양물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동 오피스텔 분양가를 인근(안양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 표시한 

점, “평당 440만원대 평촌 최저가!, 이제 평촌의 주거문화가 바뀝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마치 주거

시설인 아파트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행위는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소비

자로 하여금 주거전용 아파트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

단하 다.  

 

 

◦ 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욕실 등 주거전용에 필요

한 시설설치가 제한 받는 등 아파트와는 개념이 디른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없이 인근 아파트

와 가격비교 등을 할 경우 소비자는 아파트로 오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3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한진중공업은 2000년 10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한진그랑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간지 등을 

통해 교통여건과 관련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출근시간이 1시간 넘어 걸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구리 인창에서 출근해보십시오. 워커힐까지 10분, 강남역까지 20분” 등으로 표현하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광고상으로 출근시간에 구리시 인창동 아파트에서 워커힐까지 10분, 강남역까지

는 20분이 소요된다고 하 으나, 실제는 소요시간을 출근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측정했을 뿐만 아니

라 압구정역까지 측정결과를 근거로 강남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출근시간대의 소요

시간이 비출근시간대 보다 더 걸리고 압구정역 보다 강남역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감안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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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하 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

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유형 4 : 경쟁사업자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근거없이 경쟁사업자를 비하하는 광고

        ⇒ 비방광고에 해당 

◦ 삼성물산(주)은 2000년 2월 (주)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주) 및 현대산업개발(주)의 컨소시엄인 현대사업단과 경쟁하면서 재건축조합

원들에게 배포한 상물 등을 통해  

- 비교대상 경쟁사업자를 ‘근대건설’이라고 지칭하여 ‘근대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 약속과 달

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수상실적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 ‘삼성’은 고객과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뿐 아니라, 아파트가 만족스러우며, 최근 수상실적이 많

은 재건축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광고하 다. 

◦ 공정위는 ‘근대건설’이라는 호칭은 개포동 4단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하여 경쟁하 던 사업자 

중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시공사는 현대건설 이외에는 없는 점과, 비디오물 내용 중 근대건설 

측에서 ‘오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에서 역사가 오래된 회사 중의 하나라는 점,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근대’는 ‘현대’를 연상

하게 하고, 아파트 재건축 수주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사업자 다는 점 등에

서 경쟁사업자인 현대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현대건설은 비디오물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

정도 없으며, 스포츠조선에서 1999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1위 상품으로 평가받는 등 여러 수상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비록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

으로 지칭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광고의 전체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흐를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5 :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는 점포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굿모닝시티는 2001. 9월부터 2002. 7월까지의 기간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 6가 18의 221외 27필지에 위치한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광고 하면서 “7,700만원 투자

로 연봉 3,200만원”, “1,3,6,8층 마감완료! 서두르십시오”라고 표현하 다.  

◦ 공정위는 첫째 “7,700만원 투자로 연봉 3,200만원”이라는 표현은 피심인이 자기 분양물 인근의 

리오레나 두산타워 점포의 임대료를 근거로 한 것이나 동 점포들은 이미 업을 개시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상가가 활성화되어 브랜드 인지도 등이 널리 알려진데 반하여 피심인 분양물은 분양광

고 당시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주변상가의 임대료를 신축예정인 상가에 그대로 적용하

여 수익금액의 산정근거로 한 것은 객관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소

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둘째, “1,3,6,8층 마감완료! 서두르십시오”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고당시 분양물 층별 분양율 

중 1층의 경우 분양율이 68%인 점을 볼 때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표현한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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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인근 상가의 가격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나 착

공도 되기전의 자기쇼핑몰에 대해 이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쇼핑몰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

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최소한 잔여물량이 10% 미만 수준이 아니라면 마감이 임

박한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 6 :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상가와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고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광고에 해당 

◦ 이유(주)는 2002. 7월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12의 1외 51필지에 위

치한 쇼핑몰 “이유(EU, 연면적22,998.69㎡)”를 분양광고 하면서 “지하철 2,4,5호선이 지하 2층으로 

직접 연결 예정”, “1층 숙녀복, 3층 남성복, 6층 식당가” 등 층별 업업종을 지정한 분양도면을 게

재하고”, “2천만원대 투자로 월 200만원!!”, “조합의 형태가 아닌 법인 토지 매입 및 시행으로 신뢰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 다.  

◦ 공정위는 첫째 “지하철 2,4,5호선이 지하 2층으로 직접 연결 예정”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광

고를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분양물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

이라고 볼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물이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표

현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둘째, “조합의 형태가 아닌 법인 토지 매입 및 시행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피심인이 토

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인식되나,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

입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셋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상가의 층별 업업종을 지정한 분양도면

을 게재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이 사건 분양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구조나 면적 등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상가의 

층별 업업종을 지정한 도면을 광고에 게재한 행위는 마치 분양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규

모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고 판단하 다.  

 

 

◦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

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

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바, 건축단계별 진행상황을 “토지매입을 ○○%완료하 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

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중요정보사항 고시내용 참조).  

 

사. 주택 부문  

유형 1 : 총분양대상 세대중  일부세대를 사전분양 해놓고 전체세대를 선착순분양 하는 것처럼 광고

         ⇒ 기만광고에 해당 

◦ (주)에이치원개발은 2001. 3월 일간지 등에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분양하면서  

- 총 1,829세대 중 추첨을 통해 별도 분양하는 로얄층 529세대를 제외한 1,300세대에 대해 선착순

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경기도 분당의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1,300세대중 

449세대를 빼돌려 사전 분양하거나 또는 분양 여유분이 있음에도 마치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가장

하여 청약자를 배제한 후 특정인에게 분양하는등 임의 분양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1,300세대 

전체를 선착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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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파트 분양방법 등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에는 분양방법별 세대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하

며 대상세대수를 부풀리거나 일부 제외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물건이 많

은 것처럼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속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형 2 :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아파트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기만광고에 해당 

◦ 현대산업개발(주)는 2000. 9월 일간신문 등에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평촌현대 I. Space」475세대를 

분양광고하면서  

- 일간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고  

- 동 분양물건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그 밑에 “평당 

440만원대 평촌 최저가!” 또는 “이제, 평촌의 주거문화가 바뀝니다”라고 표시∙광고한 사실이 있

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

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 보장”이라고 표현하고 동 분양물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동 오피스텔 분양가를 인근(안양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 표시한 

점, “평당 440만원대 평촌 최저가!, 이제 평촌의 주거문화가 바뀝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마치 주거

시설인 아파트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행위는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소비

자로 하여금 주거전용 아파트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

단하 다. 

 

 

◦ 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욕실 등 주거전용에 필요

한 시설설치가 제한 받는 등 아파트와는 개념이 다른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없이 인근 아파트

와 가격비교 등을 할 경우 소비자는 아파트로 오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3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한진중공업은 2000년 10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한진그랑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간지 등을 

통해  

- 교통여건과 관련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출근시간이 1시간 넘어 걸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구리 

인창에서 출근해보십시오. 워커힐까지 10분, 강남역까지 20분”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광고상으로 출근시간에 구리시 인창동 아파트에서 워커힐까지 10분, 강남역까지

는 20분이 소요된다고 하 으나, 실제는 소요시간을 출근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측정했을 뿐만 아니

라 압구정역까지 측정결과를 근거로 강남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출근시간대의 소요

시간이 비출근시간대 보다 더 걸리고 압구정역 보다 강남역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하 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

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유형 4 : 아파트건설지역이 준도시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하

철역이 아파트단지 근방에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벽산건설(주)은 2000. 6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간지 등을 통해  

- 일산 가좌지구를 “일산 가좌택지지구”라고 표현하고,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신설(예정)되는 전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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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역세권” 등의 문구와 합성사진, 현장 및 모델하우스 위치도 등을 통하여 지하철 3호선 가좌역

이 아파트단지 근방에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아파트를 시공하는 일산 가좌지구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에 근

거한 준도시 취락지구로서 공공시행자를 시행주체로 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일시에 개발이 이루어지

고 개발사업의 준공시까지 간선시설이 완비되는 택지개발지구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공공시행자가 

시행주체가 아니며 지구 전체적으로 일시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발사업의 완공시까지 

반드시 간선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등 택지개발지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구임에도  

- 일산 가좌지구를 “일산 가좌택지지구”로 표현한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로 하여금 일산 

가좌지구를 준도시 취락지구가 아닌 택지개발지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

로 인정되며,  

◦ 또한,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아파트단지 근방에 신설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가 아파

트를 구매의사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지나  

- 지하철 3호선 가좌역 신설과 관련하여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광고당시 지 지하철 3호선을 연장

하여 가좌역을 신설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아파트단지 근방에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신설예정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행위는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하 다.  

 

 

◦ 아파트건설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교통여건 등에 대해 광고할 경우에는 지구의 용도나 법적인 규제사

항 등을 사실대로 표현해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신문에 보도된 미확인기사 또는 권한 없는 행정

관청의 희망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보다 주거여건이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형 5 : 경쟁사업자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근거없이 경쟁사업자를 비하하는 광고

        ⇒ 비방광고에 해당 

◦ 삼성물산(주)은 2000년 2월 (주)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주) 및 현대산업개발(주)의 컨소시엄인 현대사업단과 경쟁하면서 재건축조합

원들에게 배포한 상물 등을 통해  

- 비교대상 경쟁사업자를 ‘근대건설’이라고 지칭하여 ‘근대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 약속과 달

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수상실적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 ‘삼성’은 고객과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뿐 아니라, 아파트가 만족스러우며, 최근 수상실적이 많

은 재건축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근대건설’이라는 호칭은 개포동 4단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하여 경쟁하 던 사업자 

중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시공사는 현대건설 이외에는 없는 점과, 비디오물 내용 중 근대건설 

측에서 ‘오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에서 역사가 오래된 회사 중의 하나라는 점,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근대’는 ‘현대’를 연상

하게 하고, 아파트 재건축 수주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사업자 다는 점등에

서 경쟁사업자인 현대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나,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현대건설은 비디오물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재건축사업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

정도 없으며, 스포츠조선에서 1999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1위 상품으로 평가받는 등 여러 수상실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행위로 인정하 다.  

 

 

◦ 비록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

으로 지칭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광고의 전체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흐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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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 행정기관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의 단일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불가판정을 내린 사실

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질 의회신 공문서를 광

고물에 게재하여 단일브랜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현대건설(주) 및 현대산업개발(주)은 2000. 3월 개포동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전단 등을 통해  

-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회신(2000.3.3., 광고 42920-133) 공문서를 게재하고  

- “공정위! 대우, 삼성 단일브랜드 불가 판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삼성의 단일브랜드 사용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불가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들과 경쟁하는 삼성물산과 대우의 컨소시엄이 아파트 동(棟)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삼성물산이 전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동을 건축하고 대우는 기타 토목, 복리시설 등

을 책임지기로 하 음에도  

- 피심인들 임의로 삼성물산과 대우가 아파트 동을 각각 분리시공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현대건설

이 질의한 컨소시엄 구성사업자 A, B사가 아파트 동을 분리시공할 때 B사가 시공한 아파트 동 외

벽에 A사의 로고를 사용했을 경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신한 공문서를 광고

물에 게재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마치 삼성물산과 대우가 아파트 동을 분리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일브랜

드 표시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신함으로써 결코 단일브랜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또 ‘판정’이라는 용어가 ‘질의회신’과는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만의 단일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처럼 표현한 행위

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공문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소

비자에게 인식되게 할 경우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 상가 부문  

유형 1 :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마치 동 쇼핑몰을 분양받을 경우 막대한 수익

및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성창에프엔디는 대구 및 수원 등지에서 리오레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0.11월 일간지 등에  

- 대구 리오레를 광고하면서 “동대문 리오레는 1점포 시세권리금 약 3억5천만원, 10억대 부자 

속출”, “2천만원 투자로 년 720～900만원 수입”, “1억원 투자로 리오레점포 3개에다 연수입 

1,980만원에 막대한 권리금까지”라고 광고하 고 

- 수원 리오레를 광고하면서는 “1년내 원금회수 가능”이라고 광고하 으며,  

- 광주 리오레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동대문 리오레는 캐쥬얼 유니섹스 최초분양가 6,900만원, 

현재 매매가 3억,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을, “광주 리오레는 캐쥬얼 유니섹스 현

재분양가 5,400만원(실제투자금액 2,100만원) 향후 1~2년 후 400%~500% 투자수익 예상” 이라

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동대문 리오레는 1점포 시세권리금 약 3억5천만원”이라고 표현하 으나 동

대문 리오레 1층의 점포 권리금이 약 3억5천만원이 된다는 부동산 전문지 또는 관련 조사기관이 

조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권리금은 사업장의 위치, 업종, 사업자의 업능력 및 전략 등에 따라 상이하고 특정 상인이 10억

원 수입을 올린 사실을 근거로 마치 다수의 상인이 올린 수입인 것처럼 광고하고  

- 임대료는 점포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입 1,980만원에 막대한 권리금까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

행위로 인정하 으며,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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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광주 리오레 분양광고와 관련, “동대문 리오레는 캐쥬얼 유니섹스 최초분양가 6,900만원, 

현재 매매가 3억,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을”, “광주 리오레는 캐쥬얼 유니섹스 현

재분양가 5,400만원(실제투자금액 2,100만원) 향후 1～2년 후 400%～500% 투자수익 예상” 표현

에 대해 살펴보면     

- 동대문 리오레 상가는 현재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최초 분양당시보다 상가가치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매매가격이 3억원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더구나 광주 리

오레는 상가입지, 주변환경, 인구수, 사업주의 경 능력 등이 동대문 리오레와 상이하며 또한, 분

양단계에 있는 광주 리오레가 동대문 리오레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

상하여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셋째, 수원 리오레 분양광고와 관련, "1년내 원금회수 가능"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업수익은 상가 및 점포의 위치, 주변여건, 사업주의 경 능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실제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 다.  

 

 

◦ 본 사건 광고행위는 형식상으로는 분양주체인 피심인의 분양대행회사가 시행한 것이나 분양대행사

는 피심인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광고를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분양대행사의 광고시행은 피

심인과의 협의 및 조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양주체인 피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하여 시정조치된 케이스인 바, 광고주체가 분양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동 광고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2 :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는 점포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주)굿모닝시티는 2001. 9월부터 2002. 7월까지의 기간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 6가 18의 221외 27필지에 위치한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광고 하면서 “7,700만원 투자

로 연봉 3,200만원”, “1,3,6,8층 마감완료! 서두르십시오”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첫째 “7,700만원 투자로 연봉 3,200만원” 이라는 표현은 피심인이 자기 분양물 인근의 

리오레나 두산타워 점포의 임대료를 근거로 한 것이나 동 점포들은 이미 업을 개시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상가가 활성화되어 브랜드인지도 등이 널리 알려진데 반하여 피심인 분양물은 분양광

고 당시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주변상가의 임대료를 신축예정인 상가에 그대로 적용하

여 수익금액의 산정근거로 한 것은 객관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소

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둘째, “1,3,6,8층 마감완료! 서두르십시오”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고당시 분양물 층별 분양율 

중 1층의 경우 분양율이 68%인 점을 볼 때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표현한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

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하 다.  

 

 

◦ 인근 상가의 가격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나 착

공도 되기 전의 자기쇼핑몰에 대해 이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쇼핑몰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

는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최소한 잔여물량이 10% 미만 수준이 아니라면 마감이 임

박한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형 3 :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상가와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고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광고에 해당 

◦ 이유(주)는 2002. 7월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12의 1외 51필지에 위

치한 쇼핑몰 “이유(EU, 연면적22,998.69㎡)”를 분양광고 하면서  

- “지하철 2,4,5호선이 지하 2층으로 직접 연결 예정”, “1층 숙녀복, 3층 남성복, 6층 식당가” 등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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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업업종을 지정한 분양도면을 게재하고”, “2천만원대 투자로 월 200만원!!”, “조합의 형태가 

아닌 법인 토지 매입 및 시행으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첫째 “지하철 2,4,5호선이 지하 2층으로 직접 연결 예정”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광

고를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분양물과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물이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둘째, “조합의 형태가 아닌 법인 토지 매입 및 시행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피심인이 토

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인식되나,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셋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상가의 층별 업업종을 지정한 분양도면

을 게재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이 사건 분양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구조나 면적 등이 확

정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상가의 층

별 업업종을 지정한 도면을 광고에 게재한 행위는 마치 분양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

단하 다.  

 

 

◦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바, 건축단계별 진행상황을 “토지매입을 ○○%완료하 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

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석유제품 부문 

유형 1 : 휘발유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품질이 우수하여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쌍용정유(현 에쓰오일)는 1996.3월 일간신문 등에 휘발유 판촉광고를 하면서  

- “5세대 휘발유 슈퍼크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5세대 첨가제를 사용

합니다”, “동 첨가제는……공해배출량 감소 이외에 미국에서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옥탄성능 향상(엔진의 요구 옥탄가 2∼4 감소)”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동 광고내용에 대해 피심인이 원료공급원인 미국 텍사코사의 자체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미국내 일간지 등에 보도된 자료를 통하여 미국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뜻을 소비자에게 전달

하고자 “미국에서 공인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적 기관의 실험결과를 마치 미국의 공적인 기관이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 바, ‘공인’(공인)이란 “국가나 사회 정당이 어떠한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엣센스 국

어사전, 민중서림, 1997.)”을 의미함에도, 실제로 피심인이 5세대 첨가제의 효능에 대한 미국의 공

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행위

는 동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피심인의 5세대 휘발유 슈퍼크린이 마치 미국에서 공인받을 정도

로 우수하고 나아가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이나 인용된 자료에 대한 공적 인정을 받으려면 광고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

과 계열관계가 없는 연구소나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시험결과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생산자 등의 시

험자료는 실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유형 2 : ISO인증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저공해 석유제품을 개발하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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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정유(현 에쓰오일)는 1996.1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자기의 석유제품에 대한 판촉광고를 하면

서  

- “환경경 시스템 ISO-14001 시범인증 획득”, “저공해 청정에너지 개발에 한 걸음 앞서가고 있습

니다”, “5세대 휘발유, 초저유황 청정등유, 저공해 경유”, “환경경 시스템 ISO-14001이란? 유엔

산하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환경경 시스템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하는 자격(인증제도)입니

다”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는 첫째,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공업규격의 국제

적 통일과 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표준화단체의 전세계적인 연합체로서 비정부간 국제기관으

로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님이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품질인증협회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ISO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는 위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행위로 인정되며,  

◦ 둘째, “환경경 시스템 ISO-14001이란?……ISO에서……부여하는……”라는 표현에서, ISO-14001(환

경경 체제)은 조직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환경관리체계와 

관리결과를 평가하고 환경관리기술에 대한 지침들을 정하는 규격(ISO-14000) 중 핵심적인 규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통상산업부장

관(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이 지정하는 인증기관(1997년 현재 한국품질인증협회 부설 한국품

질인증센터,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한국환경품질인증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산업기술시험

평가연구소가 지정받음)에서 인증받는 것인 바, ISO에서 직접 부여하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허위과

장광고로 인정되며, ISO-14001이란 환경경 시스템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주는 인증제도 이

고 경쟁사업자의 대부분이 이를 획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 광고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심인

이 ISO-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환경경 시스템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마치 저공해 

에너지를 개발하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 다. 

 

 

◦ 인증이나 수상사실 등을 인용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당해 인증범위나 수상 등의 획득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인증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받은 것처럼 표

현하거나 인증의 의미를 부풀려서 광고할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

이다.  

유형 3 : 휘발유대체연료인 “슈퍼세녹스(상품명 : 솔렉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 지오에너지(주)는 2002.11월중 일간신문 등을 통해 자기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용 대체연료인 

“슈퍼세녹스(상품명 : 솔렉스)”에 대해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사실이 있다.  

- 오래된 구형차종에서부터 최첨단 컴퓨터엔진차량까지, 모든 가솔린엔진차량에 적합한 복합청정연

료 - 슈퍼세녹스  

- 슈퍼세녹스(SUPER CENOX)란? 석탄을 액화시켜 만든 청정연료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 을 

뿐 아니라, 연비의 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입니다.  

◦ 공정위는 첫째, 피심인이 다국적연료검사기관인 SGS KOREA CO., LTD(이하 ‘SGS’라 함)에서 의뢰하

여 실시한 시험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제품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고시 되어 있는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험기관인 SGS측은 의뢰자측이 제공한 휘발유(Gasoline) 시료에 대하여 ‘휘발유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바는 있으나, 동 시료가 석탄액화연료인지는 인지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시료

가 석탄액화연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원이 보

관장소에서 직접 시료를 임의 채취한 후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시료

에 의하여 시험을 함에 따라 검사의 공정성을 결여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또한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사용 원료와 제조방식 등에 따라 품질에 차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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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정유사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반복 검사함으로써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의하여 1회한의 시험을 거

쳐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킨 사실만으로 석탄액화연료 전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실제로 시험결과 옥탄가의 범위가 92~126으로 큰 차이를 보여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점을 감안할 때  

- 피심인이 “슈퍼세녹스(상품명 : 솔렉스)”에 대해 모든 가솔린엔진차량에 적합한 복합청정연료로 

연비나 주행성을 향상시킨 자동차대체연료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 

 

 

◦ 자동차 연료 등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하려면 연료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실

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험에 사용된 시료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뢰자가 

제공한 단 1회한 시험을 거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광고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유형 4 :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동일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시험치

를 근거로 자기의 제품이 특정사업자의 제품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것처럼 광고 

        ⇒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 

◦ 중외산업(주)은 2001. 12월 일간지를 통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인 “엔팍”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 「붙어보자 엔진세척제」라는 제하에 낡은 자동차 소음기에서 유색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 사진

과 신형 자동차 소음기에서 무색 배기가스를 내뿜는 사진을 대비시키면서 “대충대충～엔진만 씻

어주는 세척제! 엔진때와 수분까지 속속들이 날려버리는 초강력 분해제! 그 차이는 배기가스 색깔

로 한눈에 드러납니다. 세척제 쓰고, 검은 배기가스를 쏟아내시겠습니까? 엔팍넣고, 깨끗하게 뿜

어내시겠습니까?”라고 표현하고 국가공인기관의 “배출가스 감소테스트”결과 비교표를 게재한 사

실이 있다.  

◦ 공정위는 피심인이 광고에서 양제품의 시험기관, 대상차종 및 테스트 모드 등을 표시하 고 차종, 

연식, 도로사정 등 차량운행환경에 따라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적시하 으며 실제 국

가공인기관 시험결과 피심인의 제품이 배출가스 감소측면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사 제품인 “불스원샷” 역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배기가

스 감소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불스원샷”을 직접 지칭하여 

대충대충 엔진만 씻어주므로 검은 배기가스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처럼 표현한 점은 적정하게 비교

하 다고 보기는 어렵우며, 또한 피심인의 시험차종은 97년식 누비라(자동변속기)인 반면 경쟁사업

자의 시험차종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경우 96년식 프라이드(자동변속기)이며, 질소산화물은 

95년식 아반테(수동변속기)로서 시험대상의 차종과 연식, 변속기의 종류가 다를 뿐아니라 공인시험

기관에서의 시험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피심인의 차량은 1.72g/㎞으로서 신고인 차량의 0.91g/㎞

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첨가제 투입에 따른 배출가스 감소율이 달리 나타날 수 밖에 없

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 다. 

◦ 따라서, 피심인이 자기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비교하여 광고하면서 경쟁사 제품의 배기가스 감소효

과가 어느 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및 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지 않은 실험결과치를 근

거로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대충대충 엔진만 씻어주므로 검은 배기가스를 그대로 배출하는 것

처럼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로 인정하 다.  

 

 

◦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

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광고할 경우 부당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해야한다. 

 

Check point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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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시∙광고 Check List 및 유의사항  

 

가. 광고주 관련사항별 체크리스트  

구   분 체  크  리  스  트 

광고주 광고주에 대해 국내 최초, 또는 국내 대표사업자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상품가격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낮춰 보이기 위하여 경쟁사 상품각겨을 임의로 상상하여

비교하거나 부가세 등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상품의  

원재료∙성분 

일부만 특허받은 소재를 사용하 음에도 전체성분이 특허를 득한 것처럼 표현하

지 않았는가? 

상품의 

품질∙성능∙효능 

성능이나 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에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현

하지 않았는가? 

상품의 규격 

성능∙용량∙수량 
실제 성능이나 수명을 과대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상품의 제조일자∙유

효기간등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지 않았는가? 

제조방법 
단순히 디자인 협찬 등을 한 사실을 근거로 ‘기술제휴’ 또는 ‘합작’이라고 표시하

지 않았는가? 

특징 절대나 최고 등 실증되지 않은 용어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원산지∙제조자 

국산제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았는가? 

광고주가 단순한 판매원임에 불과함에도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

럼 표시하지 않았는가? 

추천∙권장 전문기관의 추천∙권장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하지 않았는가? 

용도∙사용방법∙ 

주의사항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아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경쟁자∙ 

경쟁관계상품 
동일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비교하지 않았는가? 

중상∙비방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제품은 품질이 나쁘다고 비방하지 않았는가? 

거래내용∙거래조건 경품 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지 않았는가? 

 

나.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十戒名)  

 

① 광고주의 의뢰에 의한 광고제작시 최종 OK 직전에 반드시 광고주의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광고내

용에 대해 협의할 것  

②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할 것  

③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할 것  

④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⑤ 사소한 민원이라도 규제기관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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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⑥ 광고주가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무리한 표현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당광고에 저촉될 소지가 있

음을 주지시키고 벌칙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것  

⑦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이하의 지적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할 것  

⑧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할 것  

⑨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⑩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문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답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

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PCS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 광고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당한 표시∙광고는 ① 허위∙과장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

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상세한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참조  

 문2  경쟁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그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

과 기준은?  

 답   원칙적으로 가능하다(임시중지명령 요청지정기관 경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이며, 임시중지명령 요청기

관을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임시중지명령요청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다.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은 ①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②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

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

우로 한정하고 있다..  

 문3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경쟁사업자와 당사의 품질을 TV에 비교표시광고하면

서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방법등의 세부자료를 표시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조사기관과 조사연

도만을 표시하여 그 결과(사실)를 비교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답   인용된 조사기관이나 조사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광고상에 

모든 정보를 모두 표시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4  소비자의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답   평균 이하의 소비자를 10% 이상 오인하게 할 경우 일단 부당광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외국의 예  

- 미국 : 일정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의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함  

- 일본 : “오후 5시경(조금 부주의한 상태가 되어 있는)의 고교졸업수준의 일반가정주부(전문

지식은 없으나 쇼핑경험이 있는)”를 기준으로 오인성을 판단한 심결례 존재  

- 이탈리아 : 무지식, 무경험인 자 보다도 수준이 높은 합리적소비자(reasonable consumer)를 

기준으로 함  

- 독일 : 대중의 10% 정도가 속을 경우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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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5  경쟁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의 품질 등을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표

시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단, 관련 근거 등은 모두 공정하게 조사되었음)  

 답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한 결과치는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광고의 

소지가 있다.  

 문6  리목적이 아닌 홍보용 기사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신문 등 방송매체에 게재할 경우 부당한 표

시, 광고 행위금지에 해당되나?  

 답   광고내용이 홍보목적인 경우에도 광고행위자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이고 그 내용이 표시광

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정의규정에 해당되는 한 법 적용대상으로 된다. 다만, 기

자명의로 작성된 순수한 의미의 ‘기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이 아니다.  

 문7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경쟁사가 기 제작 했음에도 자기회사 제품이 최고 혹은 최초 생산

품이라 광고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뜬 절대적 표현의 용어는 사업자가 그 내용을 명백

히 입증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당한 허

위·과장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8  제품 광고보다 일부 제품이 Spec미달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과장광고 행위 위반에 해당 되나?  

 답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데 대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