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이㈜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본 신청서는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의 광고 위반 사안을 제보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는 모든 엔에이치티케이 
디스트리뷰터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실 경우, 첨부된 추가사항 기재용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작성하신 서류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제보자 정보 -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                                                                회원번호(ID#):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핸드폰 번호:  (        )             

 

이메일 주소(E-mail):                                 

 

추정 규정 위반자 정보 - 제보하고자 하는 규정 위반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회원번호( ID#):                      
                              

 

해당되는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의학적, 치료적 또는 임상적 효능이 있다는 주장  

 

 제품의 진열 및 판매  

 

 TV, 유선, 위성 또는 무선 방송을 통한 광고  

 

 전화번호부 등재   

 

 경매를 통한 제품 판매 –   옥션, 야후 등의 경매 사이트  

 

 잘못된 사업기회의 제공  

 

 상호, 상표 및 로고의 사용  

 

 기타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합리적이지 못한 거래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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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이㈜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일반 광고 규정에 관한 위반 사항 제보 신청서 (1) 
 

광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디스트리뷰터 성명:                        

 디스트리뷰터 회원번호(ID#):                     

 

전단지 광고  

해당되는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의학적, 치료적 또는 임상적 효능이 있다는 주장 또는 잘못된 제품 정보 

 전화번호부 등재- 상호별, 업종별 

 

 잘못된 사업기회의 제공 

 

 승인하지 않은 상호, 상표, 로고의 사용 

 

 광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전화 광고: (전화번호 명시)              

위에 기재하신 사항 이외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동봉된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제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가능한 해당 자료 표시: 

  전단지 원본 또는 사본 

  신문 광고 원본 또는 사본 

  출판일:                

출판처:             

  광고가 기재된 전화번호부 원본 또는 사본 

출판일:               

 출판처:             

  포스터 사본 또는 원본  

  책자 사본 또는 원본 

 디스트리뷰터가 만든 오디오 테이프 혹은 인쇄물 

Complaint Form: Advertising Violation  
Rev: 07/02/03 - holly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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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이(주)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일반 광고 규정에 관한 위반 사항 제보 신청서 (2) 
 

광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디스트리뷰터 성명:                        

 디스트리뷰터 회원번호(ID#):                     

 

제품의 진열 및 판매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진열 및 판매 

 

 

 

아래의 증빙자료 중 제출이 가능하신 것에 표기하여 주시고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사진  

 

진열 장소(주소 명기):                             

 

  소매 장소의 사진 

 

소매 장소(주소 명기):                             

 

Complaint Form: Advertising Violation  
Rev: 07/02/03 - holly 

대삼빌딩 2층 (우:135-9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32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이㈜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인터넷 광고 규정에 관한 위반 사항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디스트리뷰터 성명:                        

 디스트리뷰터 회원번호(ID#):                     

 

일반 인터넷 광고 

해당되는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사업기회의 제공 

 승인하지 않은 상호, 상표, 로고의 사용 

 인터넷, 우편 주문 및 온라인상의 합리적이지 못한 거래 

 

 사이트 주소:                         

 디스트리뷰터가 위반한 인터넷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부족하실 경우, 첨부된 별지를 이용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스팸메일의 경우 내용 전체를  supportkr@nhtglobal.com 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자 이름 및 회원번호:                      

 경매 시작 일자:                                

 경매 사이트 주소 –  예) 옥션, 야후등 :                           

Complaint Form: Advertising Violation  
Rev: 07/02/03 - holly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32
대삼빌딩 2층 (우:135-924)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이 ㈜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TV, 라디오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한 광고 규정 위반 사항 제보 신청서(1) 

      광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디스트리뷰터 성명:                        

 디스트리뷰터 회원번호(ID#):                     

 
TV 방송을 이용한 광고 

해당되는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의학적, 치료적 또는 임상적 효능이 있다는 주장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진열 및 판매 

 TV, 유선, 위성 또는 무선 방송을 통한 광고 

 잘못된 사업기회의 제공  

 상호, 상표 및 로고의 사용 

 

 광고가 기재된 방송의 종류 

 광고/배너 

 케이블/ TV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방송 일자 및 시간:                               

 방송된 지역:                                 

 방송국:                                  

 채널:                                   

 

 녹화하신 방송 테잎을 함께 제출하실 경우, 본 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Complaint Form: Advertising Violation  
Rev: 07/02/03 - holly 

대삼빌딩 2층 (우:135-9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32



                                                                                                              우편/팩스접수처:  엔에이치티케㈜ 영업지원 부서 

팩스: 02-558-0230 

Note:  제보하신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됩니다.  

 
 
 

제보 신청서 
광고 위반  

 

TV, 라디오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한 광고 규정 위반 사항 제보 신청서 (2) 

     광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디스트리뷰터 성명:                        

 디스트리뷰터 회원번호(ID#):                     

 
라디오 방송을 통한 광고 

 방송 종류 

 광고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방송 일자 및 시간:                               

 방송된 지역:                                 

 방송국:                                  

 채널:                                   

 

 녹음하신 방송 테이프를 함께 제출하실 경우, 본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Complaint Form: Advertising Violation  
Rev: 07/02/03 - holly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32
대삼빌딩 2층 (우:135-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