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의 사용후기 홍보 글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오인 여부 – 화장품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1. 법령 조항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제 13 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사용후기 광고 행위

네이버 사이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
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
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
다.’라는 내용의 위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

다.

3. 법원 판단

쟁점: 화장품법 위반 여부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주장 - 피고인은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하여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위반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광고 인터넷
페이지 ‘상품정보’란의 내용 전체는 제품의 모습, 특징, 설명을 위한 이미지, 제품후기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인 점, 그 이미지 파일에는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
시킨다’, ‘탈모인에게 맞는 계면활성제 조합’, ‘두피기능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와 함께 판시와 같은 여러 구매후기 글 인용화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판시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
고인이 탈모치료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제품설명 문구와
위 구매후기를 함께 보면, 판시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
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