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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SNS플랫폼인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에게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SNS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SNS 상에 게시글이나 영상을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표시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 상의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SNS 상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게시글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외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SNS 상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NS 상에서의 오인
및 기만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 오인 유발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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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고, 관련 법 개정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협업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 12.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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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연구 배경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이를 이용한 마케
팅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표시 형식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
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 선택 저해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이에 본 연구는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관련 표시‧
광고를 하는 사례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으로 수행
￮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게시물 174개를 대상
으로 분석
- 조사 내용: 문구 표시 형식(해시태그 문구, 게시글 본문 상 표현 형식
등), 문구위치(게시글, 댓글, 대댓글, PC와 모바일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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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문구형식: 유료광고임을 게시물에 표시한 경우가 68건(39%)으로 가장
많으며, #AD 49건(28.2%), #협찬 27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구위치:
･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표시가 82건(82.8%)로 가장 많았으며, 대
댓글에 표시 14건(14.2%), 댓글에 표시 3건(3.0%) 순
･ (유튜브) ‘더보기’란에 표시 13건(48.2%), 영상 앞부분 표시 11개
(40.7%) 등의 순
･ (카카오스토리) 대부분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함
□ (국내외 법･제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국내외 관련 법･제도 동향
￮ 국외:
- (미국 FTC)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
제시
･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more’을
클릭하지 않고도 첫 화면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영상으로 할 경우, 게시글뿐 아니라 영상 내에 공개토록 함
- (영국 CMA&CAP*) 인플루언서의 명확한 광고표시 가이드
･ PC 및 모바일 등 기기유형에 관계없이 ‘more’을 클릭하지 않고도
첫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CAP:The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영국 광고집행위원회
- (일본 WOMJ마케팅협의회) WOMJ마케팅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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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경우, 해시태그 처음에 명시할 것을 권장
･ 영상인 경우, 영상 내 시작부분에 명시 권장
*WOMJ마케팅협의회: The Word of mouth Japan Marketing
Association
￮ 국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나. 규정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제시
- (한계점)
･ 블로그 중심의 예시로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
시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함

Ⅲ. 개선 방안
□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 위치 및 방법
￮ (문제점)
- (해시태그 표시 위치)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글의 마지막 위치에
해시태그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 눈에 띄기 어렵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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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환경)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게시글을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움
･ 인스타그램: ‘더보기’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 확인 가능
･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의 설명 부분에 ‘▼’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
확인 가능
- (표시내용 불명확)
･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AD, #SponsoredAD, #브랜드AD 등
영문 표시
･ 유튜브 : ‘유료광고 포함’의 경우, ‘유료광고’ 의미가 불명확
￮ (개선방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
- 지침 내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각 게재물(영상 등 포함)의 처음에 표시하도록
개정
- 현행 ‘유료광고’ 표현 수정 ⇒ ‘금전적 지원’, ‘무료 제품’, ‘협찬 제품’ 추가
□ SNS 상에서 다양한 <예시> 추가 등
￮ (배경) 현행 지침에는 사업자 및 소비자가 참고 가능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 문구가 필요
￮ (개선방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시의 추가 제안
-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금전적 지원, 무료 제품, 협찬 제품
등)를 표시할 때, 첫 화면에 표시하여 ‘더보기’ 등을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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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시, 게시글뿐 아니라 영상 내 시
작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한 예시 추가
⇒ #AD, #SponsoredAD, #브랜드AD 등 게시글의 텍스트･사진･
영상 등에 영문으로만 해시태그 제시, 게시글에 모호한 단어
사용(예: #브랜드명×계정명, #체험, #선물)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가 눈에 안 띄는 경우 예시 추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게시글 내 다른 텍스트 또는 해시태그
의 끝 등에 위치, 게시글 본문이 아닌 댓글이나 대댓글 등에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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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00조원 규모 수준으로 이 중 SNS기반 전자
상거래의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NS 플랫폼인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이를 이용한 마케팅 기
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
케팅이 급증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품･서비스 홍보에 유명 연예인 광고보다 비용 및
영향력이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2015년 이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
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18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다1).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SNS 상에서 상당한 팔로우 수를 가진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이용
경험 등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관련 상품･서비스를 추천하는 게시글 또
는 영상을 작성하면 이들에게 경제적 대가2)(무료 제공, 후원, 현금 등)를 지
급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SNS에 상품･서비스에 대한 게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SNS 등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해시태그 형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SNS 상에서 #광고, #협찬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본

1) 서정주(2018), “KB 지식비타민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커머스의 성장”, KB금융지주 경영
연구소, 18-79호
2) 광고주와의 계약없이 작성자가 작성하여 영향력을 제공한 만큼의 광고비를 받거나, 광고주
와 계약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노출하고, 사진･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형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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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소비자 설문결과, SNS 상에서 #광고, #협찬 등 해시태그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1.6%(1,000명 대상)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시태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 상에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스타그램에서는 #AD, #sponsored 등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
며, 내용도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기만･오인 유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는 ‘이 영상은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1초’ 정도 보여주는 게시글이 존재하였으
며, 카카오스토리에서도 해시태그 형태 #ad, #AD, #sponsored 등으로 표시
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SNS 특성상 게시공간의 제약 등으로 경제적 이
해관계 표시가 게시글의 맨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표시가 게
시글 본문과 구별이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는 등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FTC는 2017년 ‘The FTC’s Endorsement
Guides: What People Are Asking‘에서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볼 때 시작 몇 줄만 표시되고 부가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more”를 클릭해야
하기에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게시글 시작 부분에서 “more”를 클릭하지 않
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국내는 현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
규 제271호, 2016.12.23., 일부개정)’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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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다만, 동 심사지침은 기존 블로그 등의 표시환경 형식에 맞춰져 있
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경
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측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구
체적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측면 등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관련 표시‧광
고를 하는 사례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사례 현황을 살펴보
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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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상품･서비스 관련 게시글 작성 시 경제적 이해
관계 여부를 표시한 게시글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중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및 유튜브를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란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국내‧외 SNS관련 추천･보증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SNS 상에서의 추천･보증관련 표시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
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정부, 학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소비자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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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식 및 개선 필요성

제1절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제2절 부당광고 집행사례로부터 본 SNS 상에서
추천･보증 관련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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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NS 상에서 추천･보증 관련 소비자 인식 및
개선 필요성
본 장에서는 추천･보증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부당광
고에 대한 법 집행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대가 관련 표시･광고의 개선
이 필요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경제적 대가 관련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경제적 대가 관련 표시･광고의 관리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경제적
대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SNS 상에서 경
제적 대가 관련 표시를 살펴본 결과, 주로 해시태그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해시태그와 관련된 소비자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SNS3)상에서 #광고, #협찬 등에 대한 소비자 인
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000명 대상)를 보고자 한다.
<그림 2-1>의 SNS 상 #광고, #협찬 등 해시태그의 표시 경험 여부에 대
한 설문에 SNS 상에서 해시태그 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1.6%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는 여자가 74.1%로, 남자(68.9%)대비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별로는 저연령대 일수록 해시태그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인 수치를 보면, 50대 이상은 66.4%인 반면, 20대는 77.8%로 나타났다. 동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를 통해 SNS 상의 해시태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율은
높다고 볼 수 있다.

3)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14 ❚ SNS 상에서의 추천･보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그림 2-1> SNS 상 #광고, #협찬 등 해시태그의 표시 경험 여부

<표 2-1> SNS 상 해시태그 표시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00)
(486)
(514)
(221)
(239)
(278)
(262)
(441)
(480)
(79)

71.6
68.9
74.1
77.8
76.6
67.3
66.4
76.6
67.5
68.4

28.4
31.1
25.9
22.2
23.4
32.7
33.6
23.4
32.5
31.6

성별

연령대

온라인 상품 서비스
이용 후기 이용 빈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항상 확인
확인하는 편
보통

다음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블로그의 ‘해당 제품은 ○○○사로부터 소정의 지원
을 받고 작성된 내용입니다’라는 표시와 ‘SNS 상 #광고, #협찬 등의 표시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경제적 대가 등을 받은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에 믿음이 간다‘에 SNS
상의 해시태그에 대한 긍정4)적 응답은 15.7%에 불과하였다. 이는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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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제품은 ○○○사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고 작성된 내용입니다’와
같은 표시(32.7% 긍정적)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작성자가 상품･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느낌
이 드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은 블로그의 경우 23.0%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
면, SNS의 경우 11.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용후기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블로그는 13.8%, SNS는 8.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르 보면, 추천･보증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블로
그와 SNS 모두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표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블로그 보다 SNS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① 블로그는 공간의 제약 없이 경제적 대
가 표시를 받은 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측
면, ② 블로그의 특성상 작성자가 기존글과 구분하여 작성･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측면 등이 SNS 상에서의 경제적 대가 관련 표시보다
블로그의 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인스타그
램, 유튜브 등은 글자크기, 디자인 편집 등이 어려운 환경이기에 이러한 환경
을 배려한 추천･보증 표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5점척도로 평가함. 부정 : ① ②, 보통 : ③, 긍정 : ④ ⑤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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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블로그 ‘해당 제품은 OOO사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고 작성한 내용입니다’에 대한 평가
(단위 : %, 점수)

구분

전체
남자
성별
여자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이상
항상
온라인 상품 확인
서비스
확인
이용 후기 하는 편
이용 빈도
보통

경재적 대가 등을 받을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에 믿음이 간다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100점
(%) (%) (%) 환산(점)

작성자가 상품/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긍정 보통 부정 100점
(%) (%) (%) 환산(점)

(1000)
(486)
(514)
(221)
(239)
(278)

23.0
28.8
17.5
17.2
25.9
20.9

32.7
36.2
29.4
28.5
31.0
32.0

31.3
34.2
28.6
29.0
31.8
35.3

36.0
29.6
42.0
42.5
37.2
32.7

46.3
49.4
43.2
42.3
45.3
47.8

28.8
31.3
26.5
25.3
23.8
33.1

48.2
39.9
56.0
57.5
50.2
46.0

38.9
44.1
34.0
33.4
38.3
40.0

이용후기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 보통 부정 100점
(%) (%) (%) 환산(점)

13.8
16.9
10.9
10.0
10.9
10.4

30.3
35.0
25.9
24.4
29.7
32.7

55.9
48.1
63.2
65.6
59.4
56.8

33.8
38.0
29.8
28.3
31.4
33.1

(262) 38.5 28.6 32.8 48.9

27.5 31.7 40.8 43.0 23.3 33.2 43.5 41.2

(441) 30.6 27.7 41.7 43.4

18.8 21.8 59.4 33.4 11.3 22.2 66.4 28.3

(480) 33.1 34.6 32.3 47.7

26.0 33.1 40.8 42.6 15.6 34.8 49.6 37.2

(79)

27.8 41.8 30.4 47.5 16.5 48.1 35.4 43.0

41.8 31.6 26.6 53.5

<표 2-3> ‘SNS 상 #광고, #협찬 등의 표시가 있는 이용 후기’에 대한 평가
(단위 : %, 점수)

구분

전체
남자
성별
여자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이상
항상
온라인 상품 확인
서비스
확인
이용 후기 하는 편
이용 빈도
보통

경재적 대가 등을 받을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사례수 있기에 믿음이 간다
긍정 보통 부정 100점
(%) (%) (%) 환산

작성자가 상품/서비스에
이용후기를 객관적으로
대해 솔직하게 작성하고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긍정 보통 부정 100점 긍정 보통 부정 100점
(%) (%) (%) 환산 (%) (%) (%) 환산

(1000)
(486)
(514)
(221)
(239)
(278)

11.8
14.8
8.9
10.0
9.6
11.9

15.7
18.1
13.4
12.2
16.3
16.2

41.9
44.2
39.7
33.5
37.7
47.5

42.4
37.7
46.9
54.3
46.0
36.3

39.0
41.5
36.5
32.0
37.1
41.9

34.9
38.1
31.9
24.4
30.5
39.9

53.3
47.1
59.1
65.6
59.8
48.2

34.2 8.3 33.6 58.1 31.9
37.7 10.5 36.6 52.9 35.0
30.9 6.2 30.7 63.0 28.9
27.5 5.9 24.0 70.1 24.5
30.2 5.9 29.7 64.4 28.0
37.1 7.6 36.7 55.8 33.8

(262) 17.6 46.9 35.5 43.3 15.3 42.4 42.4 40.4 13.4 42.0 44.7 39.6
(441) 15.9 32.0 52.2 35.1 8.4 26.8 64.9 27.8

6.3 24.7 68.9 26.3

(480) 15.8 48.8 35.4 41.7 14.6 40.2 45.2 38.9 10.0 39.4 50.6 35.9
(79) 13.9 55.7 30.4 43.4 13.9 48.1 38.0 41.1

8.9 48.1 43.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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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당광고 집행사례로부터 본 SNS 상에서 추천･보증 관련
개선 필요성
본 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에 대한 법 집행 사례를 통해 경제
적 이해관계 관련 SNS 상에서 표시‧광고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래의 위반 사례는 사업자에게 블로그, 카페, SNS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
는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나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한
사례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블로그 부당광고 사례이다. 2014년 대가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5)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블로그 운영자(이하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
하였다6).
2014년의 경우, <표 2-4>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
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사업자들은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
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광고대
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
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내용이다.

5)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4.11.3.)
http://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6)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5.1.22.)
http://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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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법위반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사업자명

오비맥주(주)

광고대상
품목

광고게재 수

법위반
행위

카스후레쉬

20개 블로그

기만적인

카스라이트

(21개 광고)
13개 블로그
(13개 광고)
15개 블로그
(16개 광고)

광고행위
기만적인
광고행위
기만적인
광고행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아우디 A6

(주)카페베네

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시정
명령

○
○
○

과징금

108
백만원
94
백만원
94
백만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2>의 ①은 맥주관련 이용후기로 인터넷 블로
거 ‘숨0’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표시하지 않고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
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등의 추천문구 게재하였다.
또한, ②의 자동차와 관련하여 블로그에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와 ③카페의 경우도 블로그에 ‘나들이장소로 넘 좋
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등의 추천문구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2> 부당광고 내용
① 오비맥주 관련 이용후기, 소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숨0’>
□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
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등의 추천문구 게재
□ 2013. 5. 1.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3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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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관련 이용

<인터넷 블로거 ‘마0네0’>

후기, 소개･추천글
□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를 통해 개
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
□ 2012. 3. 12.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1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③ (주)카페베네 관련 이용후기, 소개･
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수0’>
□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 ‘이보다 더 좋
은 공간도 없다’ 등의 추천문구 기재
□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 등
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
□ 2013. 1. 21.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8.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2015년은 국내외 20개7)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게는 과
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하였다.

7) 20개 사업자 분야는 의료 서비스 ‧ 의약용품(6개), 온라인 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 게임(1개), 여행 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 대
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 사업자(2개)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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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20개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후 사업자들은 광고대행
사를 통해 1건당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
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내용이다.
부당광고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① 화장품 분야를
보면 인터넷 블로거는 건당 1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표시하지 않
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더마비 인센티브 모이스처라이저를 추천하고
싶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으며, ② 가구업체도 10만원은 경제적 대가 표시없
이 내추럴한 아름다움’, ‘어떠한 공간에서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등 개인적인
느낌을 긍정적으로 기재하였다. ③은 온라인쇼핑몰 백과원은 금전적 대가는 받
지않았으나 대가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대구과일바구니 “푸루팜” 너무 추천
드립니닷!’ 등 노골적인 추천문구 기재하였다.
<그림 2-3> 부당광고 내용
① 네오팜(주) 관련 소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알0’>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더마비 인
센티브 모이스처라이저를 추천하고
싶다’ 등 노골적인 추천문구를 기재
□ 2012. 10. 21. 블로그 게재 후 2013.
5. 3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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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대리바트 관련 소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0별0’>
□ ‘내추럴한 아름다움’, ‘어떠한 공간에
서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등 개인적
인 느낌을 긍정적으로 기재
□ 2011. 11. 14.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14. 이후 삭제

③ 백과원 관련 소개･추천글

<인터넷 블로거 ‘00맘’>
□ ‘대구과일바구니 “푸루팜” 너무 추천
드립니닷!’ 등 노골적인 추천문구 기재
□ 2013. 4. 24. 블로그 게재 후 2013.
7. 10. 이후 삭제

두 번째는 SNS 부당광고 사례이다. 아래의 <표 2-5>의 위반 사례의 경우
는 SNS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나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한 사례에 해당한다. 2019년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
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8)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8)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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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9).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서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
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글 작성의 대가10)를 지급하였다. 사업자들은 인플
루언서들에게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
시글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
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
된 게시글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글은 총
4,177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 2-5> 법 위반 내용
분야

사업자명

대표 브랜드 또는 제품명

엘오케이
랑콤, 입생로랑
엘브이엠에치
겔랑, 디올
코스메틱스
화장품
엘지생활건강
숨37, 비욘드, 오휘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청소기(V10CF),
소형가전 다이슨코리아
드라이기(슈퍼소닉)
티지알앤
지알앤
다이어트
보조제 에이플네이처
칼로바이
소계

게시글 수
(건)

인플루언서에게
과징금
지급한 대가
(백만원)
(백만원)

1,130

104

52

949

85

52

716
660

337
318

52
45

150

260

29

160
412
4,177

26
23
1,153

26
13
269

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
알앤, ㈜에이플네이처)
9)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공정위 보도자료, 2019.11.25.)
10)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천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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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
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
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하였다.
<그림 2-4> 위반 게시글 대표 사례(일부)
① 엘오케이(유)

②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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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엘지생활건강

④㈜아모레퍼시픽

이처럼,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 블로그 광고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블로그에서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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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히는 않은 게시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11). 그간 SNS 등 인스타
그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로 인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기에 SNS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한 게시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오인유발 및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인 법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교육 등의 조
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미 공개와 관련하여 사업자만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는 경우, 명확한 사실을 공개
해야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모바일 등을 통한 SNS 이용 및 유튜브 영상 이용이 확
대되고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제대로 된 표시를 보장받기가 어려워 의
도치 않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천･보증 표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모바일 등의 환
경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제적 대가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1)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공정위 보도자료, 2019.11.25.)1

제3장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

제1절 조사 방법 및 내용
제2절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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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12)
제2장에서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카페, SNS 등에 소
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공개하여야 하나 대가 지
급사실을 은폐하여 법 집행 대상이 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등 SNS 상에 ‘경제적 대가를 표시한 게시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낮은 신뢰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 방법 및 내용
1. 조사 방법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은 SNS(인
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제품 등의 사용 후기
를 게재하면서, 광고주(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게시글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3-1>의 조사대상을 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1단계
에서 기업 및 연예인 계정을 제외한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을 선정13)하
고 상위 60개 계정별 최신 게시글 3개를 살펴보았다. 2단계로 해시태그 검색
을 통해 게시글을 추가 선정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게시글
10개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2)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사업으로 수행함
13) 인플루언서 전문 통계사이트(녹스인플루언서, https://kr.noxinfluencer.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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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검색을 통한 게시글을 선정
하여 해시태그별 노출되는 상위 게시글 50개씩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2019년
10월 21일 ~ 2019년 11월 8일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표 3-1> 조사대상
조사매체

인스타그램

선정방법

게시글 수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상위 60개 계정별 최신

(1단계) 선정(60개)
* 기업 및 연예인 계정 제외

게시글 3개
(중복제품 게시글 제외)

/ 유튜브
(2단계)

※ 인스타그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한
게시글 추가 선정

카카오
스토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한 게시글 선정

해시태그별 최근 게시글
10개씩
해시태그별 노출되는 상위
게시글 50개씩

2. 조사 내용
동 연구의 조사는 파일럿 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파악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형식 및 위치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2>를
보면 크게 가. 문구형식과 나. 문구위치로 나눌 수 있다.
가. 문구형식의 세부내용으로 해시태그 문구, 게시글 본문 상 표현 형식 등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나, 문구위치와 관련하여 게시글, 댓글, 대댓글, PC와
모바일 차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2> 조사 내용
조사내용

세부내용

가

문구 형식

해시태그 문구, 게시글 본문 상 표현 형식 등

나

문구 위치

게시글, 댓글, 대댓글, PC와 모바일 차이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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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구 형식
문구형식을 보면 인플루언서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해시태그 형태
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3-3>을 보면, 문구형식
사례는 ①~⑦은 해시태그문구로 #AD, #sponsored, #협찬, #광고, #제품제
공, #sponsoredAD, #브랜드명AD 등으로 많이 표시하고 있었다.
그밖에, ‘협찬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등과 같이 협찬 혹인 유료광고임
을 게시글에 명시하거나 sponsored by, 콜라보레이션 명시, 체험단으로 진행
한 글이라는 등의 문구형식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3> 문구형식 사례
문구형식 사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AD(#ad)
#sponsored
#협찬
#광고
#제품제공
#sponsoredAD
#브랜드명AD
협찬 혹은 유료광고 게시글 명시
예) 협찬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 이 포스팅은 00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료광고포함
sponsored by
콜라보레이션 명시
예) 브랜드명X인플루언서 이름 / 000과의 콜라보레이션 /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체험담
예)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입니다. /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 이 글
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점을 그대로 작성했어요.
단순 홍보글로 명시
예)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입니다. /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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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구 위치
문구위치에 대한 유형화를 통한 조사 분석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사전조사
를 하였다. <표 3-4>를 보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많은 인프룰언서들은 경제
적 이해관계를 게시글, 댓글, 대댓글의 위치에 표시하고 있었으며, 모바일과
PC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게시글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 환경
에서 ‘더보기’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 확인 가능이 가능하며, PC환경에서는 ‘더
보기’가 따로 없어, 게시글이 길어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였다. 즉, 게시글
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과 PC 환경 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에도 모바일 화면에서는 ‘댓글보기’
를 눌러야 댓글을 볼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PC 화면에서는 게시글마다 보이는 방식의 차이
가 있어 차이점을 일반화시키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댓글 보기’ 기능이 따
로 없으며, 한 번에 댓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댓글 형식
인 경우는 모바일과 PC화면 모두 ‘답글 보기’를 눌러야 대댓글 내용이 확인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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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인스타그램 문구위치 사전조사 결과
매체

위치

모바일 화면

PC 화면

차이

O

게시글
PC환경에서는 ‘더보기’가 따로
모바일 환경에서 ‘더보기’를 눌 없으며, 게시글이 길어도 한 번에
러야 전체 게시글 확인 가능 확인 가능함

인스타
그램

댓글

△
‘댓글 보기’ 기능이 따로 없으며,
한 번에 댓글 확인 가능함

△

대댓글

‘답글 보기’를 눌러야 대댓글
내용 확인 가능
모바일 모바일 환경에서 게시글 ‘더보기’를 눌러야 경제적 이해관계
더보기 표시문구를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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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문구위치는 영상 앞부분, 뒷부분, 더보기란, 댓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고).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유료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영상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표시하고 있
었으며, 화면에 표시된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과 PC화면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게시글에 있는 경우, 모바일 화면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더보기란을
볼 수 있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PC환경에서는 더보기란 글을 2-3줄 정
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보기(▼)’를 누르면 게시글에 대한 전체 설명글이 확
인 가능하다. PC환경에서도 더보기란의 게시글이 2~3줄을 넘는 경우 ‘더보
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댓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는 게시글은 모
바일과 PC환경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례 분석 모니
터링 중 제목, 더보기란 등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사례는 기타로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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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유튜브 문구위치 사전조사 결과
매체

위치

모바일 화면

PC 화면

차이

영상
앞부분
X
영상
뒷부분

유튜브
더보기란

O

‘더보기(▼)’를 눌러야 더보기 PC환경에서는 더보기란 글을
란 볼 수 있음
2-3줄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보기(▼)’를 누르면 게시글
에 대한 전체 설명글이 확인
가능함
댓글

모바일 버전과 PC버전과 차이점 없음

X

기타

모니터링 중 새로운 문구 위치 확인 시
ex) 제목, 더보기란 더보기 등

-

모바일 환경에서 게시글 ‘더보기’를 눌러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볼 수 있음

-

모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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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의 경우 <표 3-6>을 보면, 다른 수단과 유사하게 게시글과
댓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모바일과 PC화면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카카오스토리 문구위치 사전조사 결과
매체

위치

카카오 게시글
스토리

댓글

모바일 화면

PC 화면

차이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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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결과
1. 종합 결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상품 등의 추천･
보증에 관한 이용후기를 게재하면서 광고주(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
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문구형식 및 문구위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표 3-7>을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3곳의 인
플루언서 계정에서 제품 등의 이용후기가 작성된 게시글 총 582건을 선정하
였으며, 총 게시글 582건 중 광고주(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는
사례는 174건(29.9%)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582개의 게시글에 대해 조사대상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스타그램
은 상품 등의 이용후기가 게시된 게시글 220개 중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
히고 있는 사례는 99건으로 약 57%가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었다. 인스타그
램은 사진 및 동영상 공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간략하고 임팩트 있는 문구 및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업자
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 협찬을 통해서 광
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다양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상품
이나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유튜브는 252개의 영상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는 사례는 27개로
15.5%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었다.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및 스트리
밍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다. 주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후기성 광고나 콜라보레이션 영상이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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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며,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카오스토리는 110개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중 경제적 이해관
계를 밝히고 있는 48개의 게시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카카오스토리는 카
카오에서 출시한 사진 공유 기반 국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스
타그램과 유사하게 주로 ‘해시태그’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상품이나 브랜드
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게시글 582건 중 광고주(업체)와 경제적 이해관
계를 밝히고 있는 사례는 174건(2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실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게시글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SNS
상에 게시글 작성에 정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
이 작성자 개인의 의견, 평가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는 174개의 게시글이 본 연구의 조
사대상이며, 이하에서 문구형식 및 문구위치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분석 결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7> 조사결과
7조사대상

모니터링 게시글 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고 있는 사례

비율

인스타그램

220

99

56.9%

유튜브

252

27

15.5%

카카오스토리

110

48

27.6%

합계

582

17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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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형식과 문구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
다. 문구형식에 대해 살펴보면, ⑧ 협찬 혹은 유료광고임을 게시글에 명시한
게시글이 68건(3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유료광고포함’과 같이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시된 경우와 문장형으로 ‘ooo으로부터 제품 구입비 및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는 ‘협찬으로 제작된 콘텐츠입
니다’ 등으로 게시글에 협찬 혹은 유료광고임을 명시하는 사례 등이 나타났
다. 다음으로, ① #AD 49건(28.2%), ③ #협찬 27건(15.5%)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시글이 많았다. 정형화된 문구형식 없이 문구형식이 게시자별로 다양
하다는 점, 지금과 같은 문구형식으로는 어떤 유형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
재하는지 예로 금전적 지원 또는 무상제품 제공 여부 등을 소비자들이 명확
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문구위치와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에 표시한 경우가 99개 게시글 중
8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댓글(14개), 댓글(3개) 순으로 표시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에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으
면 해시태그를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확인이 어려우며, 댓글이나 대댓글 형식
도 별도 댓글확인을 해야하는 단계가 존재하여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글이 경제
적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판
단된다.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카카오스토리는 48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글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더보기’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가 27개 중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 앞부분에 협찬 혹은 유료광고 등임을 명시한 경우 11개
로 나타났다. 또한 제목에 콜라보레이션을 명시한 경우도 2개로 조사되었으
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문구형식을 대신하여 무상제공, 금전적 지원 등을 제
목에 명시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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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추천･보증 광고 모니터링 종합결과
게시글 수

문구 위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영상앞 영상뒷 더보기
게시글 댓글 대댓글 제목
댓글 게시글 댓글
부분 부분 란

문구 형식

해시
태그

유튜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해시 ⑨
태그 및 ⑩
문장형 ⑪
⑫
⑬

#AD
27
#Sponsored
#협찬
5
#광고
1
#제품제공
2
#SponsoredAD
#브랜드명AD
3
협찬 혹은 유료광고임
33
을 게시글에 명시14)
Sponsored by
3
콜라보레이션 명시
4
체험담
1
단순 홍보글로 명시
기타
3
소계
82
합계

합계
(%)

1
-

7
1
-

-

-

-

-

-

22
14
-

- 49 (28.2%)
- 27 (15.5%)
- 1 (0.6%)
- 2 (1.1%)
- 1 (0.6%)
- 3 (1.7%)

2

6

-

10

-

9

-

8

-

3
99
(56.9%)

14

2
2

1
11

27
(15.5%)

1
3
13

1
1

1
3
48

68 (39%)

- 4 (2.3%%
- 12 (6.9%)
- 1 (0.6%)
- 6 (3.4%)
174건
48 (27.6%) (100%)

14) (해시태그) #유료광고포함, (문장형) ooo으로부터 제품 구입비 및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협찬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등으로 게시글에 협찬 혹은 유료광
고임을 명시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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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구체적 표시 사례
앞서 살펴본 종합결과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의 유
형별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의 대표적 표시사례는 <표 3-9>와 같다. 표시문구 ① #AD(27건),
③ #협찬(13건), ④ #광고(1건), ⑤ #제품제공(2건), ⑥ #sponsoredAD(1건),
⑦ #브랜드명AD(3건)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형으로 표시한 경우를 보면, ‘sponsored by ooo’, ‘ooo과 함께해요’ 등
콜라보레이션 또는 체험담 참여 등을 게시글에 문장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과 PC화면의 차이가 있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게시자가 표시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인스타그램 표시사례
표시
문구

표시 사례(PC)

(모바일- 전체화면)

①#AD
(27건)

표시
내용

#AD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모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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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

표시 사례(PC)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더보기)

③#협찬
(13건)

표시
내용

#협찬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④#광고
(1건)

표시
내용

⑤#제품
제공
(2건)

#광고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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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

표시
내용

표시 사례(PC)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더보기)

#제품제공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⑥#spo
nsored
AD
(1건)

표시
내용

#sponsoredAD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⑦#브랜
드명AD
(3건)

표시
내용
협찬
혹은
유료
광고
게시글
명시
(해시
태그
36건)

#한국야쿠르트AD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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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

표시
내용

표시 사례(PC)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더보기)

#유료광고포함 / 해시태그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협찬
혹은
유료
광고
게시글
명시
(문장형
5건)
표시
내용

롯데헬스원으로부터 제품 구입비 및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 받아 작성하였습
니다 / 문장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보임)

Sponso
red by
(해시태
그 1건)

표시
내용

Sponso
red by
(문장형
2건)

#sponsored_by_엘지 / 해시태그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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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

표시
내용

표시 사례(PC)

(모바일- 전체화면)

sponsored_by_yonsei milk / 문장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보임)

콜라보
레이션
명시
(해시태
그 2건)

표시
내용

#비체리바x크롭 / 해시태그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해시태그가 보임)

콜라보
레이션
명시
(문장형
2건)

표시
내용

맥도날드까지 함께해요!!! / 문장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보임)

체험담
(1건)

표시
내용

문장형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보임)

(모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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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유튜브의 표시사례 <표 3-10>을 살펴보면, ⑧ 협찬 혹은 유료광고 게시글
명시된 것이 19개로 가장 많았다.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이라고 표시하고 있
었으며, 화면에 표시하고 있어 모바일과 PC화면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표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내용인지 혹은 영
상 중간에 포함되는 광고에 관한 내용인지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⑨ sponsored by 형태로 ‘This video is sponsored by TERA’와 같이
표시하고 있었으며, 한글로도 ‘이 영상의 일부에는 PPL광고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
⑩ 콜라보레이션 명시에 해당하는 사례도 7개 있었으며, 내용은 ‘이 영상은
일렉트로록스와 함께합니다’로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⑨ sponsored by, ⑩
콜라보레이션 명시 경우 모두 모바일에서는 ‘▼’를 눌러야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표 3-10> 유튜브 표시사례
조사내용

⑧협찬 혹은
유료광고
게시글 명시

표시 사례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 더보기)

-

-

(문장형 19건)
표시 내용

⑨sponsored
by
(문장형 1건)

유료광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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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표시 내용

표시 사례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 더보기)

This video is sponsored by TERA
(모바일에서는 ‘▼’를 눌러야 문구가 보임)

⑩콜라보레이
션 명시
(문장형 7건)

표시 내용

이 영상은 일렉트로록스와 함께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를 눌러야 문구가 보임)

유튜브의 유료광고 표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 설정이 크리에이터 창에서 설정가능하며, <그림 3-1>에서
콘텐츠 선언에 ‘본 동영상에는 유료제품 추천, 후원, 보증과 같은 유료광고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표시할 수 있다. 즉, 크리에이터는 관련 정책과
법규를 준수하면 콘텐츠에 유료광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3-1> 유튜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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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포함’ 표시 설정에 대한 정책을 상세히 살펴보면, ‘콘텐츠 선언’
섹션에서 ‘동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쾌적한 시청환경 유
지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료광고 포함’을 체크하고 유료광고 포
함 사실을 유튜브에 통보하면 브랜드 파트너와 상충하는 광고가 다른 광고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동영상에 ‘유료광고 포함’이라
는 10초 길이의 공개문구가 추가되며, 컴퓨터 또는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 동
영상을 시청할 때 이 공개문구를 보게된다. 그밖에 상업적 관계 또는 기타 스
폰서나 마케팅 담당자와 콘텐츠의 연관성을 밝힐 목적으로 유료광고를 포함
하는 경우, 정적인 타이틀 카드15)와 엔드카드16)를 허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타이틀 카드 및 엔드카드는 그래픽 삽입이 가능하며, 스폰서 또는 마케팅 담
당자의 로고 및 제품 브랜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 정책에 의거하여 ‘유료광고’가 포함된 동영상이 유튜브 키즈
앱에서 삭제된다고 한다. 동영상 업로드 시 사전에 표시하여 영상에 유료광
고 포함 여부가 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료광고 포함’을 체크함으로서
유뷰트 키즈앱에서 동영상이 삭제되는 정책으로 인해 키즈용 유튜브는 경제
적 이해관계 유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의 표시사례는 <표 3-11>과 같다. 카카오스토리 48개의 게
시글을 조사한 결과, #AD로 표시한 게시글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해시태그 내에 #AD가 포

15) 타이틀 카드: 5초 이하의 정적 콘텐츠여야 하며, 동영상 시작점에 배치된 경우 크리에이터의
이름 및 로고가 함께 기재되어야 함
16) 엔드카드: 동영상 마지막 30초이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정적 콘텐츠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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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협찬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14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
례를 보면, 게시글 중간에 #협찬 표시가 있어 다른 게시글에 비해 확인이 용
이하다고 볼 수 있다. 협찬 혹은 유료광고임을 문장형으로 게시글에 명시한
사례를 보면 다른 게시글과 유사하게 해시태그형으로 #유료광고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AD 표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시태그 내에 포함된 형태로 제
시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⑩ 콜라보레이션 명시의 경우를 보면, ‘이
피드는 서울우유와 함께 합니다’라고 문장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11> 카카오스토리 표시사례
조사내용

표시 사례(게시글)

①#AD
(22건)

표시 내용

#AD

③#협찬
(14건)

표시 내용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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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협찬
혹은
유료광고
게시글
명시
(문장형
8건)

표시 내용

#유료광고 / 해시태그형

⑩콜라보
레이션
명시
(문장형
1건)

표시 내용

이 피드는 서울우유와 함께 합니다 / 문장형

기타
(3건)

표시 내용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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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별 표시 사례
1)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문구 표시 사례는 <표 3-12>와 같다. 게시글에 표시한
경우가 82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게시글에 표시한 경우 모바일의 특성상
2~3줄내에 표시하지 않으면 ‘더보기’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 속의 #해시태그
표시로서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및 대댓글은 표시한 사례는 3건, 14건으로 나타났으며, 댓글 등에 표
시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자는 표시했으나 소비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표 3-12> 인스타그램 표시위치
문구
위치

게시글
(82건)

댓글
(3건)

표시 사례

(모바일–전체)

(모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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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위치

표시 사례

(모바일–전체)

(모바일- 더보기)

대댓글
(14건)

2) 유튜브
유튜브의 표시위치의 대표적 사례는 <표 3-13>과 같다. 제목에 표시한
경우는 2건으로 제목에 표시하고 있어 표시위치는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표시 방법이 ‘브랜드명 × 계정명’와 같이하고 있어 명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상 앞부분에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제시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유료광고 포함’이라
는 문구가 16초 동안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
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더보기란’에 표시한 게시물도 13개가 있었다. 게시글의 게시글에 협
찬 혹은 유료광고임을 표시한 사례로 대부분 ‘더보기’란에 표시하였다. 유튜
브 역시 모바일 환경에서 ‘▼’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이 확인가능하였으며, PC
환경에서는 ‘▼’를 누리지 않아도 게시글이 2~3줄 정도 확인가능하였다. 다
만, PC환경에서도 더보기란의 게시글이 2~3줄을 넘는 경우, ‘더보기’를 눌러
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댓글에 경제적 이해관
계를 표시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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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유튜브 표시위치
문구
위치

표시 사례

(모바일- 전체화면)

제목
(2건)

“브랜드 × 계정명”

영상앞부
분
(11건)

‘유료광고포함’(16초 동안 유지)

더보기란
(13건)

댓글
(1건)

(모바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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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48개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전부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시태그 형식으로 #AD, 협찬 혹은 유료광고 등으로 표시하고 있
었다(<표 3-14> 참고). 또한, 카카오스토리는 모바일과 PC환경에서 차이없이
해시태그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더보기 등을 누르지 않아도 확인 가능하였
다. 다만, 다양한 해시태그 내용 중 일부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인지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표 3-14> 카카오스토리 표시위치
문구
위치

게시글
(48건)

표시 사례

(모바일- 전체화면)

(모바일 - 더보기)

제4장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한계

제1절 주요국의 추천･보증의 표시관련
법･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추천･보증의 표시관련
법･제도

제4장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한계 ❚ 57

제4장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한계
전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에
대해 추천･보증의 게시글을 남기는 대가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는 일이 많
아지면서, 주요국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SNS 상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품･서비스에 관한 표
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추천･보증에 관한 법･제도 및 한계점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주요국의 추천･보증의 표시관련 법･제도
1. 미국 FTC17)
FTC는 광고주와 보증인 간의 물질적 관계의 공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FTC의 보증 가이드(Endorsement Guides)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공개하였다(The FTC’s Endorsement Guides:
What People Are Asking, 2017). 특히 동 브로셔는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
서 마케팅에서 소비자 보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가 필요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영상 설명
부분에만 공개(disclosures)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는 동영상 설
명 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이해관계 표시를 읽지 않
17)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미연방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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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에 공개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해야 한다고 한다.
-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게시글을 확인하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경우 시
작 줄에 두 줄만 표시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려면 ‘more’을 클릭해야
한다. 이에 인스타그램의 게시글 등은 시작 부분에 추천･보증을 표시하
는 경우, ‘more’을 클릭하지 않고도 필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2019년 11월 FTC’s Endorsement Guides와 2017 question-andanswer document를 통합한 Disclosures 101 for Social Media Influencers
를 공개하였다.
<그림 4-1> FTC Disclosures 101 for Social Media Influe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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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플루언서가 상품의 추천 및 보증을 위해 브랜
드(기업)와 관련이 있는 경우, 브랜드(기업)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예를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의 추천･보증 관련 게
시글을 올리면, 브랜드와 “물질적 관련” 또는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
야 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관계는 브랜드(기업)와 개인, 가족, 또는 고용관계
가 포함되며, 금전적 지원 또는 무료 또는 할인 상품･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천･보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유지 등의 측면에
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 팔로우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
으며,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서 인플루언서의 추천･보증의 가치가 가중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개 시기, 공개 방법, 기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공개 시기>
o 브랜드(기업)와의 금융, 고용, 개인, 가족 관계 등 어떤 관계라도 있을
경우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 금융 관계는 금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상품을 언급하는데 댓가를 받
는다면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 브랜드(기업)가 무료 또는 할인된 제품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상품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언급을 요청받지 않아도 관계
를 공개해야 한다.
･ 팔로어가 자신과 브랜드(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상품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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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그, 좋아요, 핀 및 유사한 방식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기업) 또는 상품
에 대한 표시 등은 추천･보증이 될 수 있다. 브랜드(기업)와의 관계없이
소비자들에게 구매 또는 좋아하는 상품에 대한 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브랜드(기업)와 관계없음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공개 방법>
o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도록 공개해야한다
o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해야한다.
･ 공개는 추천･보증 게시글과 함께 있어야 한다
･ 공개가 프로필, 게시글 또는 영상의 마지막, ‘more’를 클릭해야 볼 수
있는 위치 등에 있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 공개를 해시태그 및 링크 등에 혼합하지 마세요
(사진) 스냅챗,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사진안에 추천･보증이 있는
경우, 사진에 공개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 추천･보증의 공개를 영상으로 할 경우, 공개는 영상과 함께 업로드
된 설명뿐만 아니라 영상 내에 공개해야 한다.
(라이브스트림) 추천･보증에 관한 공개를 라이브스트림으로 하는 경우, 주
기적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일부만 보는 소비자도 공개를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o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 사용
･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였다면 “Thanks to Acme18) brand for the
free product”와 같은 표시는 충분하다.
18) Acme는 브랜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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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ement”, “ad”, “sponsored”도 해당한다
･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경우, “AcmePartenr” 또는 “Acme Ambassader”도
가능하다
･ #ad, #sponsored와 같이 해시태그를 포함한 공개도 가능하다
･ “sp”, “spon”, “collab”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혼동되는 용어, “thank” 또는
“ambassador”만으로만 표시한 용어, 약어, 속어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o 공개는 추천･보증과 같은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o 플랫폼의 공개 도구가 충분히 좋다고 가정하지말고, 자신만의 좋은 공개를
추가하여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그림 4-2> FTC Disclosures 101 for Social Media Influencers 내 표시방법

<기타>
o 사용해보지 않은 상품에 대해 경험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o 상품에 대해 소개함으로서 댓가를 받았으나, 좋지 않은 경우라면 좋다고 말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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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CMA&CAP19)
영국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와 CAP(The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도움
을 주고자 인풀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법적 요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
한 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
<그림 4-3> CMA ‘An Influencer’s Guide to making clear that ads are ads’

내용을 살펴보면, CMA는 유명 블로거, 브이로거, 유명인 등 소위 인플루
언서의 게시글은 소비자들의 상품 서비스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가 게시글을 남김으로서 금전적 지원,
19)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영국 경쟁관리당국,
CAP: The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영국 광고집행위원회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ocial-media-endorsements-guide-forinfluencers/social-media-endorsements-being-transparent-with-your-fol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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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혜택, 무료로 제품 제공 등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
다고 하였으며, 상품, 브랜드 및 서비스가 태그, 링크 또는 모든 추천･보증을
할 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야할 것>
o 보상받은 것이 있을 때 공개해야 함
금전적 지원, 상품･서비스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보상은 인플루언서가 게
시글을 게시하기를 희망하여 무료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지 않
고 무료로 받은 경우 이를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o 브랜드･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명확한 표시
투명하게 게시글이 프로모션임을 명시해야한다.
과거의 관계 역시 중요함. 현재 브랜드와 관계가 없더라도 과거 관계가 있는 경우무료 제품 제공, 기타 인센티브 등에 대해 소비자들은 알 필요가 있음. 합리적인 기
간 내의 관계만 표시하면 됨. 이러한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들은 오도할 수 있음

o 오도 금지
다음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상품･브랜드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한 경우
- 무료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된 것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할 경우
- 상품･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게시글이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
다음은 표시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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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표시방법>
SNS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브랜드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형태든지 금전적 지원, 인센티브를 받거
나 약속 받았다면, 게시글을 확인하는 기기유형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클릭할 필요없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적절하게,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고, 적절하며 눈에 띄어야 함
･ 게시글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유형의 기기든지 관계없이 ‘more’
등을 클릭할 필요없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이는 공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브랜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CMA는 ‘광고
기능’, ‘광고 프로모션’이 유용한 설명이라고 보았다. 또한, 예를들어 #Ad,
#Advert 포함, ‘Paid Partnership’ 등의 해시태그 메시지를 간단하고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시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동
일한 브랜드 또는 사업과 과거 및 현재에 관련이 있는 게시글에 대해 여러
설명은 필요 없으며, 현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다만, 같은
게시글에 여러 브랜드 또는 사업적 관계가 있는 경우 모두 명확하게 제시해
야 한다.
･ 추가적인 공개없이 게시글의 텍스트･사진･영상에 브랜드 해시태그 추가
･ 추가적인 공개없이 게시글의 텍스트･사진･영상에 브랜드 선물이라는 해
시태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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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공개없이 게시글에 할인코드 게시
･ 추가적인 공개없이 게시글에 모호한 언어 사용(예: ‘thank you’, ‘made
possible by’, ‘in collaboration with’, ‘thanks to…’)
･ 불명확한 해시태그로 다음의 예 제시
√ #sp, #spon, #client, #collab 등 사용
√ 브랜드 또는 사업명 뒤에 바로 #ad표시(예: #[BRANDNAME]ad)
√ 공개(예:#ad, #advert)가 다른 텍스트 또는 해시태그의 끝 등에 숨겨져 눈에
안 띄는 경우
√ 관련 지불 또는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상품 배치
√ 인플루언서의 홈 또는 프로필 페이지에서만 상업적 제휴공개
또한 가이드라인에 광고인지 여부 및 표시할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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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게시글이 광고여부 및 표시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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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WOMJ마케팅협의회
WOMJ마케팅협의회(The Word of mouth Japan Marketing Associatio
n)21)는 WOMJ마케팅에 관한 가이드라인22)을 제정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관
계성 명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표 4-1>참고).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계성 명시, 4. 위조행위의
금지, 5. 사회계발로 구성되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추천･보증 표시와 관련
된 3. 관계성 명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 일본 WOMJ가이드라인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계성 명시
(1) 정보발신자에게 WOM마케팅을 목적으로 중요한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마케팅 주체(중간사업자가 아님 주최자)와 정보발신자 사이의
「관계성이 있다」고 정함
(2) 관계성이 있는 경우, 정보발신자에 관계성 표시를 의무화해야 함. 관계성 명시는 주체의
명시와 이익의 명시 모두가 정보수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① 주체의 명시 : 마케팅 주체의 명칭(회사명･브랜드 등)을 명시
② 이익의 명시 :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있음을 명시
4. 위조행위 금지
5. 사회계발

WOMJ가이드라인의 3. 관계성 명시 내용을 살펴보면, (1) 정보발신자에게
WOM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이루어
21) 2009년 7월 설립(2000년대 블로그 문제로 설립됨)
22) 2009년에 제정하고, 2012년과 2017년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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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 마케팅 주체(중간사업자가 아니라 주최자)와 정보발신자 사이의
「관계성이 있다」고 정하였다. (2) 관계가 있는 경우, 정보발신자에 관계성 표
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관계성 명시는 주제의 명시와 이익의 명시 양쪽이 정
보수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하며, ① 주체의 명시 : 마
케팅 주체의 명칭(회사명･브랜드 등)의 명시, ② 이익의 명시 : 금전･물품･서
비스 등의 제공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OMJ는 추가적으로 WOMJ 가이드라인 해설에 마케팅 주
체의 정의, 마케팅 주체의 명칭 표기, 해시태그로 이익의 명시, 명시의 표현
형태, 표시 위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① (목적의 판단) 정보발신자에 대해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이루
어진 경우라도 목적이 WOM마케팅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성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경품제공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주 목적이
WOM마케팅인지 여부는 WOMJ회원의 재량에 맡긴다.
② (중요도 판단기준)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관계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ⅰ)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에 의해, 정보발신자로부터 나오
는 정보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되는 경우
(ⅱ)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의 「명시 유무」(관계성 표시 유무)에 의
해, 정보발신자의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요 여부의 판단은 WOM 마케팅 기획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기에 금액 등의 일률 기준은 정하지 않고, WOMJ 회원의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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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등」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ⅰ) 정보발신자가 이벤트 참가 가능 및 포인트 적립 혜택
(ⅱ) 경품 당선 권리 및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권리(정보발신을 경품 응모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ⅲ) 기타 편익이라고 생각되는 경제적 이익 및 인센티브
정보발신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서비스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WOMJ 회원의 재량의 범위이다.
④ (마케팅 주체의 정의) 「마케팅 주체」는 WOM 마케팅을 주최하는 기업
이나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고주 등이며, 소비자로부터 문의에
대해 주체로서 답변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WOM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는 중간사업자(주최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제외)는 마케팅 주체가 아니다.
⑤ (중간사업자의 취급) 정보발신자에 대한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자
에 관계없이, 관계성은 마케팅 주체와 정보발신자 사이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 마케팅 주체인 광고주 A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WOMJ 회원 B사가
정보발신자 C에 중요한 금전제공을 하는 경우
C는 직접 접촉하는 것은 B사여도 관계는 A사와 C사이에 발생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관계성 명시는 A사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B사의 표시는 없
어도 상관없음).
⑥ (마케팅 주체의 명칭 표기)마케팅 주체의 명칭 표기는 기업이나 단체의
정식 명칭 또는 그 통칭이나 약칭을 권장하지만, 그 이외의 표기도 다
음과 같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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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ⅰ) 기업 및 단체의 정식 명칭
(ⅱ) 기업 및 단체의 통칭･약칭
<허용>
(ⅲ) 상품･서비스 브랜드명(약칭 가능)
(ⅳ) 상기의 (ⅰ)(ⅱ)(ⅲ)과 다른 「임시조직･단체명」
그러나, (ⅳ)는 정보수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는 단언
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임시조직･단체이름」은 조직･단체의 명칭이라고 쉽게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예: 「***위원회」, 「***연구회」, 「***클럽」은 가능, 「***여자」, 「***대사전」은 불가)
㉡ 「임시조직･단체이름」으로 검색하면 공식 웹 사이트와 공식 계정
㉢ ㉡의 공식 웹사이트 및 공식계정은 (ⅰ)(ⅱ)(ⅲ)중 하나를 명기함
(ⅴ)위의 (ⅰ)(ⅱ)(ⅲ)(ⅳ)가 포함된 캠페인이름 및 캐치카피
⑦ (티져(teaser)시책23)의 주체표기의 특례)티져형 캠페인에서는 티져 기간
에 한정하여, 마케팅 주체의 명칭으로서 캠페인명 및 일시적인 임시 명칭
의 사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티저기간 종료후에는 본래의 마케팅 주체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티져 기간 동안 캠페인 이름 또는 일시적인
임시 명칭 하에 소비자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⑧ (마케팅 주체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마케팅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명
시하는 마케팅 주체는 WOM 마케팅의 실태에 맞게 WOMJ 회원의 재
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3) 티저광고: 상품 또는 상품명을 숨기거나 조금씩 드러내어 소비자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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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편익 명시의 구체성) 정보발신자에게 중요한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제공이 복수인 경우, 각각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부 혜
택만 명시하는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익을 우선하여 명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은 물품･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명시되어
야 할 편익이라고 판단된다. 편익의 내용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표기
할지에 대해서는 WOMJ 회원의 재량의 범위이다.
⑩ (해시태그에 의한 편익의 명시) 정보발신자에게 금전적 제공이 있는 경
우, 「1만 엔의 사례를 받고 게시하고 있다」와 같은 편익의 명시가 필요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표기는 마케팅 주체와 정보발신자 모두에게
저항감이 있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편익 태그」중 하나를
명시하면 편익을 명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금전이 아니라 상품･서비스
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편익의 명시를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편
익 태그」의 사용을 인정한다.
<표 4-2>를 보면 금전･상품･서비스 전체에 사용가능한 해시태그는
#Promotion #プロモーション, #Sponsored #スポンサード, #Supported #サ
ポーテッド, #Ambassador #アンバサダー, #協賛, #提供 #タイアップ #P
R24)이고, 상품･서비스에 한정하여 사용가능한 해시태그는 #物品提供 #サー
ビス提供 #プレゼント企画 #プレゼントキャンペーン #モニター #モニター·
プレゼント #献本이다.

24) PR이 Public Relations와 혼동될 수 있어서 사용을 추천하지는 않으나, WOM마케팅의 실
태를 참고로 잠정적으로 사용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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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편익의 내용별 태그
편익의 내용
금전적 지원 있음
제품･서비스에 한정

#Promotion, #プロモーション
#Sponsored, #スポンサード
#Supported, #サポーテッド
#Ambassador #アンバサダー
#協賛
#提供

가능

가능

불가

가능

#タイアップ
#PR
#物品提供
#サービス提供
#プレゼント企画
#プレゼントキャンペーン
#モニター
#モニター·プレゼント
#献本

(ⅰ) 편익 태그는 「#Promotion」와 같은 해시태그 아니라 [Promotion]와 같
이 표기하는 것도 인정한다. 또한, 알파벳 대소문자는 선택 사항이다.
(ⅱ) 마케팅 주체의 명시는 별도로 필요하다. 「#○○○프로모션」 「#Sponsored
by ○○○」, 「#제공_○○○ 」(○○○는 마케팅주체의 명칭)과 같이 마
케팅 주체의 명칭과 편익 태그를 연결하여 마케팅 주체 명시와 편익
의 표현을 동시에 한 것도 인정한다.
(ⅲ) 「○○○의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의 모니터에 협력
중입니다」와 같은 편익태그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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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를 받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았습니다」, 「이벤트에 초
대되었습니다」처럼 편익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익을 명시해도 문제
없습니다.
⑪ (의무의 철저이행) 정보발신자에 대한 관계성 명시의 의무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관계성 표시에 대해 「서면으로 지시한다」, 「메일으로 예문을
제시한다」, 「보상 제공의 필수조건으로 한다」등 관계성 명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⑫ (명시의 표현 형태)관계성 명시는 정보수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문자･사진･영상･음성 등 표현의 형태는 관계없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을 문자로 기재하는 대신에 기업 이름이 들어간 로고 이미지
게재, 제품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⑬ (명시의 위치) 관계성 명시는 정보발신자로부터 나타나는 정보에 가능
하면 옆에 배치하여, 정보수신자가 오해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예를들어, SNS의 텍스트 내에 관계성을 명시한다면, 게시글의 시작
부분이나 「자세히 보기」와 같이 문장이 생략되기 전에 명시할 것을 권
장한다.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시태그군의 선두에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동영상이라면, 영상주변에 배치하는 설명문이 아니라
영상 내에 명시 및 동영상의 시작부분에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장기적인 모니터링 캠페인 등으로 정보발신 마다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는 정보발신자의 프로필 란에 명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⑭ (관계성이 명백한 경우의 예) 정보발신자와 마케팅 주체의 관계가
WOM마케팅의 타겟층을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관계 명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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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허용한다. 다만, 정보수신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관계성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⑮ (경품응모의 예) 정보발신자에게 경품의 당첨 권리 및 당선 확률이 올
라가는 경우(해시태그를 붙인 사진을 게시해달라고 하는 등 정보 발신
을 경품 응모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관계 명시 필수가 아니라 권장한
다. 정보수신자의 정보를 알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마케팅 주체를
명시, 「○○캠페인」, 「○○ 선물」, 「○○ 콘테스트」등의 표기에 따라 정
보수신자에게 「정보발신자가 경품을 응모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될 것을 추천한다.
⑯ (플랫폼 규칙의 존중) 관계성 명시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의
자체적인 규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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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추천･보증의 표시관련 법･제도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현행 우리나라에서 SNS 게시글에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4-3> 참고).
이 중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부당한 표시･광고
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지침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하여 광고주가 추
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
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
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동 지침의 Ⅴ. 세부심사지침에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를 규정하고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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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
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해
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로 나누어 예
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3> 추천･보증 표시관련 법･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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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
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
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시 1>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
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2>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3>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
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
한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
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권고문구>
1.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표기하여야 한다.
<권고문구1> 저는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
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권고문구2>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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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
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
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
청한 경우 ⇒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
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4> A포털사이트 이용자 B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
응답 게시판에 C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
고 C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
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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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그간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
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블로그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블로그보다는 인스
타그램 등을 통한 추천･보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스타그램과 같
은 사진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가성 광고 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블로그의 경우 '해당 게시글은 상품을 제공 받아 작성됐습니
다'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은 상품을 직접 산 것처
럼 포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25). 경제적 이해관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게
시글을 접한 소비자는 동 게시글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
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도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
게 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로서 전달될 수 있도록
SNS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SNS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환경에서 사용하는 SNS는 게시글의 편집, 디자인 등이 어려워 글자 크
25) 소셜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광고 표시 명확해야(2018.12.11., ZDNet Korea)
https://www.zdnet.co.kr/view/?no=20181211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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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본문보다 크게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으로 게재하기가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PC환경에서 뿐만 아니
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5장 SNS 상에서 추천･보증 관련
표시‧광고 개선방안

제1절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 위치 및 방법
제2절 SNS 상에서 다양한 <예시>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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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SNS 상에서 추천･보증 관련 표시‧광고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관련 표시‧광고
를 하는 사례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사례 현황을 살펴보았
으며, 국내외의 추천･보증의 표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SNS 상
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 해시태그 표시 위치,
2) 모바일 환경에서 내용 확인의 어려움, 3) 표시내용 불명확 등이 문제점으
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결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경제
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1) 추천･보증의 명확한 표시 방법 및 표시 위
치, 2) 심사 지침 내 다양한 <예시> 추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제1절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표시 위치 및 방법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표시･광고한 게시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한
결과,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의 경우, 해시태그 방법으로 경제적 이해관
계를 표시하고 있는 게시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양
한 해시태그들을 나열시키고 그 중에 하나로 #ad, #협찬 등의 표시를 포함시
키는 방식으로 많은 게시글이 표시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게시글 설명의 마
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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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경우, 영상 내에 협찬 혹은 유료광고임을 명시한 것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표시위치라고 판단되나, 게시글에 명시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
여 별도의 설명을 소비자가 확인해야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유튜브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광고 포함’이라
는 표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내용인지 혹은 영상 중간에 포
함되는 광고에 관한 내용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경제적 이해관계 여
부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SNS 사용이 많으나, 모바일 환경의 특
성상 공간의 제약으로 게시글을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화면과 PC화면의 차이가 있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보기’를 눌러야 전체 게시글 확인이 가능하였다. 유튜브도 모바일에서 업
로드한 영상의 설명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를 눌러야 전
체 게시글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PC환경에서는 ‘▼’를 누르지 않아도 2~3줄의
게시글은 확인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는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바일환경에서 사용하는 SNS는 게시글의 편집, 디자인 등
이 어려워 현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글
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으로 게재하
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
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글의 처음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하여 국외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미국 FTC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경우, 소비
자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게시글을 확인하기에 인스타그램의 게시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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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작 부분에 추천･보증을 표시하여, ‘more’을 클릭하지 않고도 필요한 공
개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추천･보증의 공개를 영상으로 할 경
우, 공개는 영상과 함께 업로드된 설명뿐만 아니라 영상내에 공개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영국 CMA 역시 게시글을 확인하는 기기유형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투명하
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적절하게,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특히 게시글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유형의 기기든지 관계없이
‘더보기’ 등을 클릭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일본 WOMJ마케팅협의회 또한, 표시 위치와 관련하여 SNS의 텍스트 내에
관계성을 명시한다면, 게시글의 시작 부분이나 「자세히 보기」와 같이 문장이
생략되기 전에 명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시
태그군의 선두에 명시할 것과 동영상이라면 영상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내에 명시 및 동영상의 시작부분에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국내 실태조사와 국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표 5-1>과 같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관련 개정안으로 현행 경제적 이
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표시’하
는 내용에서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
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권고문구에 ‘유료광고’라는 표현보다 ‘금전적 지원’, ‘무료 제품’, ‘협찬
제품’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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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
해관계 공개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
해관계 공개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신설)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
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
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
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권고문구>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
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
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권고문구2>‘유료광고, ‘대가성 광
고’,(신설) (신설)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권고문구>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
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
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권고문구2>‘금전적 지원’,‘대가성 광고’, ‘무
료 제품’, ‘협찬 제품’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
히 드러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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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NS 상에서 다양한 <예시> 추가 등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
시하는 문구 위치, 크기 등의 규정과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
시한 사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는 SNS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함에 있
어 사업자 및 소비자가 참고할만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이해
관계의 명확한 표시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
례>에 각 사례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례
추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 결과의 문구형식을 보면, 인
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시태그로 표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문구 위치는 게시글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명확한 해시태그의 예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
확하게 표시한 사례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게시글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기
기유형에 관계없이 ‘더보기’등의 클릭없이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에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금전적 지원, 무료 제품, 협찬 제품 등)를 표시할 때, 첫 화면에 표시하
여 ‘더보기’ 등을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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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FTC의 내용을 참고로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과 함께 업로드된
게시글에 설명뿐만 아니라 영상 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공개가 명확하기
에 <예시 6>에 ’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시, 게시글뿐 아니라 영상
내 시작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NS 상에서 경제적 대가 표시･광고 사례분석 결과를 보면, 문구
형식이 다양하게 게시되고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표시 등은 소비자들에
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
확하게 표시한 사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AD, #SponsoredAD, #브랜드AD 등 게시글의 텍스트･사진･영상 등에
영문으로만 해시태그 제시
･ 게시글에 모호한 단어 사용
또한, 게시글 본문이 아닌 댓글이나 대댓글등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사례도 존재하였으나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가 눈에
안띄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게시글 내 다른 텍스트 또는 해시태그의 끝 등
에 위치해 눈에 안띄는 경우
･ 게시글 본문이 아닌 댓글이나 대댓글 등에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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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신 설>

<예시 5>
SNS 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금전적 지원, 무료
제품, 협찬 제품 등)를 표시할 때, 첫 화면에 표
시하여 ‘더보기’ 등을 클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 설>

<예시 6>
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시, 게시글뿐
아니라 영상 내 시작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를 표시한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
례>
례>
<예시 1>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
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
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
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신 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
는 경우 ⇒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이 글
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우연
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A
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이 글
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AD, #SponsoredAD, #
브랜드AD 등 게시글의 텍스트･사진･영상
등에 영문으로만 해시태그 제시’, ‘게시글에
모호한 단어 사용(‘#브랜드명×계정명’, #체험,‘#
선물 등)’

<신 설>

<예시 3>

<신 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가 눈에 안띄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게시글 내 다른
텍스트 또는 해시태그의 끝 등에 위치’, ‘게시
글 본문이 아닌 댓글이나 대댓글 등에만 경
제적 이해관계 표시’

90 ❚ SNS 상에서의 추천･보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김민아(2019), “온라인 이용후기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19-07.
김민정(2019), “SNS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이유진(2016),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
원 조사보고서.
이화령･김민정(2017),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한국개발연구
원, 2017-07.
서정주(2018), “KB 지식비타민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커머스의 성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8-79호
제7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자료집(2019)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법의 발전과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https://ftc.go.kr/
미국 FTC https://ftc.gov/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
일본 WOMマーケティング協議会 https://www.womj.jp/
영국 ASA https://www.asa.org.uk

<Executive Summary> ❚ 91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mprovement of Recommendation and
Endorsement related to SNS

Minna Kim

Ⅰ. Research background
□ With the rapid growth of YouTube and Instagram these days, a
diverse range of marketing techniques using them have come up.
However, the cases of expressing economic interests on SNS raise
concerns of consumers’ misunderstanding and problems of
inhibiting reasonable choice because of the lack of clarity in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display.
□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where consumers are recommending‧
demanding

guarantee

related

to

expressions‧advertising

for

economic rewards on SNS,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consumers are provided with clear information.

Ⅱ.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 (Analysis of economic price indications‧advertising case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Internet Advertisi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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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subject and content)
- Research subject: Analysis of 174 posts on Instagram, YouTube
and Kakao Story that show influencers' economic interests with
businesses
- Research content: Display format of phrases (hashtag phrase,
expression format of the post, etc.), location of the phrase(post,
reply, re-reply, difference between PC and mobile, etc.)
○ (Key results)
- Phrase format: 68 cases(39%) of expressing paid advertisements
in posts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followed by 49 cases of
#AD(28.2%), and 27 cases of # sponsorships (15.5%)
- Phrase location:
•(Instagram) Expressing on the post accounts for the largest
share of 82 cases (82.8%), followed by 14 cases of expression
through re-reply (14.2%) and 3 cases of expression through
reply (3.0%)
•(YouTube) 13 cases of expression through ‘see more’ (48.2%,
followed by 11 cases of expression beginning parts of videos
(40.7%)
•(Kakao Story) Expression of economic interests in most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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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System) Domestic and foreign laws･
institutional trends regarding expression of economic interests
○ Foreign:
- (U.S. FTC) Proposing methods of disclosing economic interests
for social media influencers
•If you display your economic interests in an Instagram post,
the viewer should be able to see it on the first screen without
having to click ‘more’.
•If you do it as a video, you are advised to make it public in
the video as well as in the post.
- (UK CMA&CAP*) Guidance on Clear Ad Display for Influencers
•Regardless of device type, such as PC and mobile, it has to be
visible on the first screen without having to click 'more'. *CAP:
The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 (Japan WOMJ Marketing Association) WOMJ Marketing guidelines
•If you are using a hashtag, you are advised to specify it in the
first part of the hashtag.
•If you are using a video, you are advised to specify at the start
of the video.
* WOMJ Marketing Association: The Word of Mouth Japan Marketing
Association

○ Domestic: 「Screening Guidelines for expressing･advertising regarding
recommendation･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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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expression of economic interest) ‘5. Disclosure of economic
interests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ers and recommender･
guarantor.’ B. Offering <Cases that clearly indicate economic
interests> regarding regulations, <Cases that indefinitely indicate
economic interests>
- (Limit)
•As a blog-centric example, there is no measure to display
economic interes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NS such
as photo-oriented and video-centric media.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that economic interests are
clearly recognized on SNS. In particular, it should be possible
to easily recognize economic interests even in a mobile
environment.

Ⅲ. Improvement measures
□ Location and method for clear indication of economic interests on SNS
○ (Problem)
- (Hashtag display location) In the case of Instagram, the last
location of the post is marked with a hashtag that displays
economic interests,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quickly.
- (Mobile environ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mobile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posts at once.
•Instagram: Entire posts are displayed when ‘see more’ is cli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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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Entire posts are displayed when ‘▼’ in the
description portion of the uploaded video is clicked.
- (Unclear indications)
•Instagram･Kakao Story: Display in English such as #AD,
#SponsoredAD, #brandAD, etc.
•YouTube: In videos that display ‘paid ads included’,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ce of ads is unclear.
○ (Improvement plan) Establishing the revision of 「Screening guidelines for
indication･advertisement regarding recommendation･endorsement」
- Within the guideline. B. The phrase indicating economic interests
shall be revised so as to display the phrase at the beginning of each
post (including video) using easy-to-understand expressions.
- Change the current ‘paid advertising’ expression ⇒ ‘financial
support’, ‘free products’, and ‘sponsored products’ are to be
added.
□ Adding various <examples> on SNS, etc.
○ (Background) As the current guidelines do not provide examples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a clear indication of economic
interests is required.
○ (Improvement plan) Develop additional suggestions for relevant
examples for clear recognition.

96 ❚ SNS 상에서의 추천･보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Examples of clearly expressing economic interests
•A good model is where the user/viewer does not need to click
‘see more’ on the first screen, when you display your
economic interests(financial support, free products, sponsored
products, etc.) on SNS.
•Another good model is where not only the posts, but also the
economic interests are indicated at the beginning of the video,
when the video shows economic interests
- Examples of cases where economic interests are marked indefinitely
•Provide examples in which the economic interests are
ambiguously indicated on SNS.
⇒ Presenting hashtag only in English on text･photo･video of
posts such as #AD, #SponsoredAD, #BrandAD, and using
ambiguous words in posts (e. g.#brand name x account
name, #experience, #gift)
•Add an example where the location indicating economic
interest is not noticeable.
⇒ Indications of economic interests are located at the end of
other texts or hashtags in the post, or economic interests
are indicated only in reply or re-reply, not in the text of
th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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