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치료한다는
식품광고에 속지 마세요!

체온계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의료기기 표시

하지 말고
코로나 19 예방 식품?

체온계란?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의 식품이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한다고
광고가 있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어요. 혹시 믿으신 건 아니죠?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확도 등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적합한
경우 의료기기로 인증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건강 불안심리 등을

최근 코로나19 지속으로 체온계를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이용해서 온라인에 판매되는 식품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표시사항에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식약처에 적발되었어요

‘의료기기’와 ‘허가(인증)번호-모델명’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요

 삼,생강차,비타민D 등이 코로나19예방, 바이러스 예방, 면역
홍
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일반식품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획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로 가공한 일반식품이
생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등
식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안전나라 식품업체 확인방법

체온계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어요

공산품을
체온계, 체온측정계로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거짓・과대 광고

구매 시 반드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수입제품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기기 허가 여부 검색방법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

전문정보 → 업체/제품검색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하세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손소독제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손세정제! 화장품 명칭,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의약외품

의약외품

식약처허가

식약처허가

보건용 마스크란?

손소독제란?

손세정제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는 ‘KF-**, KF-AD’로 표시하고 있어요

인체의 살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 의무화 하고 있어요

인체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류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품목입니다.
화장품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코로나 19 영향으로 공산품 마스크를 식약처와 특허청이 합동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어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다소비 품목인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어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다소비품인 ‘손세정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어요

 산 품 마 스 크 를 황 사 ・ 미 세 먼 지 차 단 , 비 말 차 단
공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
(KF마스크)로 오인 우려 광고

 가받은 손소독제일지라도 ‘완벽살균’, ‘감염병 발생률이
허
약 70% 감소’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장광고


특허
허위표시하거나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 광고


식약처에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공산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피톤치드
손소독제’ 등으로 광고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물이나

비누없이 세척 가능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
광고

바이러스
예방, 세균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광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표방하는 광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구매 시 명칭, 성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화장품 업체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