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98-0013

자 료 명     허 과장 고의 규제실태에 한 기록조사

ID

1. 심결번호    

  연 도  - 

2. 시정조치의 종류

   ____ ① 시정권고

   ____ ② 시정명령

   ____ ③ 고발

 2-1.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일 경우, 구체 인 조치

   1) 문제가 되는 표 에 한 고 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2) 정정 고(사과 고)게재           .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3) 거래처나 구입자에게 사과문 발송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4) 팜 렛이나 물 회수  폐기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5) 사업장에 시정조치사실을 공표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6) 기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2-2. 정정 고게재 조치를 받은 경우, 정정 고를 실은 매체

  1) TV나 라디오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2) 주요 일간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3) 월간지나 잡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4) 자사사보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5) 기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2-3. 정정 고를 실은 매체가 주요 일간지인 경우

      1) 게재한 일간지수    개 일간지

      2) 게재크기    단

      3) 게재회수    회

3. 첫 고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까지의 기간    _____________ 개월

4. 규제 상이 된 사업자의 업종

  ____  1) 기, 자제품

  ____  2) 식품, 음료 (담배, 주류, 분유포함)

  ____  3) 가정용품 (가구, 도자기, 식품보 용기, 정수기, 녹즙기, 랩 등)

  ____  4) 제약

  ____  5) 화장품, 세제류 (화장지, 기 귀 등)

  ____  6) 의류, 섬유 (신발포함)

  ____  7) 의료, 교육 (학원)

  ____  8) 건설(분양), 건축재

  ____  9) 수송기기 (자동차 등)

  ____  10) 출 물

  ____  11) 융, 보험, 증권

  ____  12) 서비스, 오락

  ____  13) 일반산업기기 (보일러, 주차설비 등)

  ____  14) 정 사무기기 (시계, 카메라, 팩시 리, 복사기 등)

  ____  15) 화학공업제품 (타이어 등)

  ____  16) 기 재 (엔진오일, 종이, 동제품 등)

  ____  17) 기타

5. 허 과장 고가 게재된 매체  게재회수

매체 게재회수

  1) TV/라디오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2) 일간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3) 잡지(주간, 월간, 부정기)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4) 고 단  안내장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5) 제품의 용기  포장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6) 기타 ____ ① 해당  ____ ② 비해당



6. 규제 상이 된 기업의 규모

   자본  ________________ 만원   매출액 ________________ 만원

7. 고내용  문제가 되는 표 의 수 ___________ 건

8. 원회 심결시 외부기 의 객  증거 사용여부

   ____ ① 사용  ____ ② 미사용

9. 허 과장 고의 상

   ____ ① 자사상품(이나 용역)  ____ ② 경쟁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

10.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한 것일 경우, 그 고의 내용은?

   ____ ①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해 사실과 다르게 고한 경우

   ____ ② 부정확한 비교

   ____ ③ 불완 한 비교

   ____ ④ 부당한 비방

   ____ ⑤ 기타

11. 자사상품에 한 것인 경우, 그 고의 내용은?

   1) 기만성 여부    ____ ① 있다  ____ ② 없다

   2) 과장성 여부    ____ ① 있다  ____ ② 없다

12. 기만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____  1) 고주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경우

   ____  2) 요한 정보가 생략된 경우

   ____  3) 고주장에 한정과 제한을 가해야만 진실이 되는 경우

   ____  4) 고내용이 두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어느 하나

가 혹은 그 이상이 허 인 경우

   ____  5) 고주장이 2차 인 의미를 갖고 있고, 1차 인 의미로만 해석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____  6) 부분 인 사실을 확 하여 주장하는 경우

   ____  7) 고에서 사용되는 증거내용이 허 인 경우

   ____  8) 객 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____  9) 기타   



13. 반내용

   ____ 1) 품질, 성능, 효능

   ____ 2) 원산지, 제조원

   ____ 3) 성분, 함량, 재료, 원료, 부품

   ____ 4) 크기, 수치, 분양, 면 , 주택종류

   ____ 5) 품질검사, 공인, 특허, 추천, 승인, 수상실 , 조사결과

   ____ 6) 가격, 할인율

   ____ 7) 기술, 기술제휴, 기술도입, 상표도입

   ____ 8) 생산기간, 업기간, 창업년도

   ____ 9) 제조방법

   ____ 10) 매실 , 매량, 생산량, 시장 유율

   ____ 11)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