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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직접판

매 산업에 있어 그야말로 다난(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고무적

인 것은 코로나19를 타고 성큼 다가온 비대면 시대의 거친 파고에도 불

구하고 우리 회원사들은 탄탄한 펀더멘털과 신속한 온라인 트렌스포메

이션으로 성장 잠재력을 축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직접판매 업계는 축적한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해가 될 것입니

다. 그리하여 직접판매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저력을 가진 유

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실 직접판매의 선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며, 2020년은 그것을 실증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직

접판매는 온라인 유통의 득세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디지털에 휴먼 터치를 

더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디지털 직접판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직접판매는 소비자가 만족

하는 유통이자 다른 유통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유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원하시는 회원사가 있다면 직접판매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온라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직접판매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판매세계연

맹(WFDSA)의 세계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 세 번째의 직접판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

에도 글로벌 직접판매 시장에서 한국의 직접판매기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WFDSA 세계대회의 한국 유치

를 통해 한국의 직접판매 시장은 글로벌 직접판매 시장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한 회원사

와 협회, 그리고 업계 전체의 노력이 멋진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 올해 2021년은 소처럼 우직하지만 멈추지 않는 전진으로 직접판매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한 해로 기억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사 모두 대전환의 신축년을 맞이해 서두르지는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시고 또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박한길

협회장 인사말       Chairman's message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3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

4

직접판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1 우리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2 우리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신뢰의 바탕에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저질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판매 행위를 삼가며 건전한 직접판매

산업의 육성에 앞장선다.

4 우리는 타회사의 상품, 판매 조직의 운영 방식, 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중상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피해 사례가 접수된 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우리는 직접판매로 인하여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원활한 인간 관계와 부의 

축적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재창출에 이바지한다.

7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 가지 사회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

8 우리는 공정거래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9 우리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건전한 

직접판매산업의 정착에 노력한다.

10 우리 협회는 직접판매세계연맹의 회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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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우리는 계약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 판매원으로서의 신의를 갖고 

소비자에게 강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타회사의 상품, 판매 조직의 운영 방식, 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중상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우리는 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우리는 하위 판매원이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후원한다. 5

우리는 판매원의 활동이 개인이나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이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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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혁       History of KDSA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설립(창립일 4월 10일)

WFDSA 가입

제1대 윤석금 회장 선출

상공부 인가 (사)한국방문판매업협회

협회보 『방문판매』 창간호 발행

제2대 윤석금 회장 재선임

다단계분과위원회 설치

제3대 한성태 회장 선출

미국 상무성 초청 워싱턴 방문 및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 등 협회 방문

제4대 한성태 회장 재선임

협회 명칭 ‘(사)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로 변경

협회 명칭 ‘(사)한국직접판매협회’로 변경

WFDSA 덕 디보스 회장 초청 강연회

직접판매 세계 전시회 개최

제5대 박세준 회장 선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도입

중국 상무부 대표단 직접판매 시장 개방 관련 협회 

방문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기관 지정(공정거래위원회)

Ernst & Young research, 직접판매가 사회, 경제적

으로 미치는 영향력 연구 조사

WFDSA 제12회 세계대회 참석(런던, 영국) / 최우수 

협회상 수상(Gold level)

APEC/CEPI 세미나 ‘한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최

직접판매 윤리강령 선포식 및 ‘첨단유통사회의 미

래’ 세미나

WFDSA 트루먼 헌트 회장 초청 강연

협회 창립 18주년 기념 조찬 강연회

제6대 박세준 회장 재선임

불법 피라미드 예방 소책자 제작 및 지자체 업무 담

당자, 시민단체 배포

일본방문판매 연구 세미나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교육(대학교 순회)

녹색소비자연합 ‘대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회원사 사회 공헌 자료집 발간

WFDSA 제13회 세계대회 참가(싱가포르)

협회 표어 선정 “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배포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 발족

제7대 홍준기 회장 선출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초청 조찬 간담회

서울 YMCA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 후원

WFDSA regional conference 참가(이스탄불, 터키)

개정 방문판매법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 실시(공정

거래 위원회 후원)

WFDSA APP/APR 및 베트남 직판산업 연석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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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혁       History of KDSA

제8대 권영소 회장 선출

필리핀 재난구호 동참

제9대 류제천 회장 선출

중국 상무부 대표단 협회 방문 및 교류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방지 대

책 회의 참석 및 대응안 제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다단

계 용어 오남용 공동 대응 TFT 발의

제10대 이우동 회장 선출

WFDSA APP/APR 및 호주협회 연례 행사 참가(호

주 골드 코스트)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 

수행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 피해 예방 

교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분야 실태 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수행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 정책 심포지엄 

개최

WFDSA APP/APR 및 중동아시아 직접판매 포럼 

참가(두바이, UAE)

주요 정당에 정책 질의 공문 발송 및 답변서 접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9월 임시 이사회

WFDSA 제15회 세계대회 참가(파리, 프랑스)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대전, 공정

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협회 30년사 발간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WFDSA 협회 성과 세미나 한국 개최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세미나 ‘meet the future’ 개최

전국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실시

사업소득(후원수당)의 연말정산 편입 관련 간담회 

개최

WFDSA 창립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참가(베이징, 

중국)

수도권 고3 소비지 피해 예방 교육 실시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가

인천시 MICE 산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감사패 수여

결산 및 감사, 정기이사회

제11대 박한길 회장 선출(정기총회)

WFDSA 직접판매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 간담회 참여(산재보상법 개정 업계 의

견 청취)

WFDSA Secretary seminar 참가(밀란, 이탈리아)

전국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어르신 대상)

호주DSA 초청 연례회의에서 협회장 강연(시드니, 

호주)

제19회 아태소매업자대회 참석(충칭, 중국)

산재보상법 개정 관련 방문판매 분과회의 개최

9월 이사회 개최(애터미 본사, 충남 공주)

WFDSA, 협회 성과 세미나 참여(뉴델리, 인도)

서울시 찾아가는 제로페이 업무 협약(서울시장, 제

로페이추진단, 협회, 업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가(엠배서더 

서울풀만, 공정거래위원회)

협회 자문위원 위촉(엠배서더 서울풀만)

송년의 밤 개최(GIC 파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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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혁       History of KDSA

2020

한중 학술 세미나(한국소비자법학회, 베이징대학 직소연구센터, 베이징, 중국)

정기이사회 및 총회(서면 결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민원)

WFDSA 직접판매 실태 조사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용역 추진(한국소비자법학회)

근로복지공단 간담회(개정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계 실무자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민원), WFDSA 2023 세계대회 유치 제안서 제출

직접판매 홍보관 등 집합 금지(서울시, 경기도), 무등록 불법업체 신고 센터 운영

서울시 업계 간담회(1차)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 제안(협회, 직판조합, 특판조합)

서울시 업계 간담회(2차)

경기도 공정경제과 민원 방문

유통혁신포럼 참여(여의도 콘래드호텔), 직접판매기업 온라인 유통 방지 연구(1차)

WFDSA virtual Board of Delegates Meeting(2023 세계대회 PT)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중간 보고

직접판매기업 온라인 유통 방지 연구(2차), QR코드 국회 세미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입법 관련 간담회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김희곤 의원안)

한중 온라인 학술 세미나(한국소비자법학회, 베이징대학 직소연구센터, 공주, 한국)

서울시 온라인업계 간담회,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12. 10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전재수 의원안, 김교흥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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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내       Introduction of KDSA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 3103호

웹사이트 www.kdsa.or.kr

전화 02.508.5114

팩스 02.538.4144

설립 1988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Korea Direct Selling industry Association 

협회 설립 목적 및 배경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국민 소비

생활의 이익 및 편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업계

의 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대정부 건의 등 정부와 업계와

의 교량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1988년 4월 10일 설립하여 1990

년 3월 WFDSA(직접판매세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11월 

6일 상공부 장관(199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의 허가로 

사단법인 설립

주요 사업

•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조사, 연구

• 회원사 법 준수 교육

•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협조

• 협회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공

•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 소비자 피해 상담

• 직접판매 자율규제 프로그램 운영

통계 조사

•  국내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관련 자료 조사 및 

집계(전국 지자체 신고/등록 현황)

•  직접판매세계연맹의 회원국 협회와 교류(관련 법률, 업계 동

향, 상품 정보 등)

회원 자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방문판매업자

• 동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다단계판매업자

•  동 법률 제13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후원

방문판매업자

•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또는 단체

구비 서류

1. 협회 양식

 ① 회원 가입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회원 관리표

 ④ 체크리스트

 

2. 입회사 자체 양식

 ⑤ 대표이사 이력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방문판매업 신고증/다단계판매업 등록증/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⑧ 법인등기부 등본

 ⑨ 회사 소개서

 ⑩ 제품 소개서

 ⑪ 보상 플랜(compensation plan) 자료

 ⑫ 제품 판매 계약서 등 회사 諸 양식류

⁎ 구비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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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총회

한중 학술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방문

정부 정책 간담회 참여

코로나19 정부 정책 대응 기록

WFDSA 세계대회 개최 제안

유통혁신포럼, 유통위원회 참여

3자 협의체 운영

협회 업무 및 소식

Association Affairs

 Annual Report 2020 
K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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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12

협회는 2020년 2월 5일(수)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18개 임원사 중 13개사가 참석하고 

2개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개회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사업 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신규 입회를 신청한 2개

사에 대한 입회를 승인하였고, 폐업 및 탈회 신청에 따른 4개 회원사에 대한 제명 의결이 있었다.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

한 발표와 심의 과정을 거쳐 일부를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협회 운영, 인사, 복무, 임원 퇴직금 지급, 자문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였으며 이사사 승격안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추진, 직접판매기업 상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 KDSA Academy 운영, 협회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국회와 유통단체가 참여하는 유통 포럼 운영, 학술 세미나 지원, 직접판매세계연맹 태국 세계대회 참가 및 2023년 세계대회 한국 개

최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2월 19일에 예정되었던 정기총회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감염이 우려되어 서면 결의로 대체하도록 의

결하였다.

◼ 정기총회

협회는 이사회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 2월 19일 예정되었던 정기총

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월 17일 정기총회 안건을 담은 공문과 자료집을 67개 회원사에 발송하여 

동월 24일까지 서면 결의서를 받았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19년도 사업 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사 선임안 등 3가지에 대해 44개사(회원사의 66%)가 승인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새롭게 이사사로 승격한 회

원사는 투에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토탈스위스코리아㈜ 등 3개사이다. 협회는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승인 의결한 대

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뉴스레터를 통해 알렸다.

1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 업무 및 소식 Associ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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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 동주공제(同舟共濟)를 기원하며 서한 발송

협회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업계의 활력이 상당히 위축되고 많은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간다는 의미인 동주공제의 뜻을 알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을 담은 서

한을 보낸 바 있다. 다음은 2월 24일 회원사에 보낸 이메일 서한의 일부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숱한 역경을 견디며 일어서서 오늘의 우리 직접판매 유통산업을 일군 저력이 있기에, 이번 코로나19 감

염병 또한 잘 극복하여 역사의 한 이력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회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회원사 가족 여러분의 도움의 말씀에 아낌없이 지원하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분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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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일정

1월	8일	오전

• 사회: 양치엔 교수

• 주제 발언 1. 서종희 교수, 건국대법전원, “다단계판매와 중개판매”

•  주제 발언 2.  쉬에준 교수, Associate Dean of Law School PKU, Director of E-Commerce Law Research Center PKU, “중국 

전자상거래법 상업 모델의 규제”

• 주제 발언 3. 이상협 과장, “한국의 직접판매 관련 규제 소개”

• 주제 발언 4. 장웨이밍 연구원(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직소감독위 위원장)

                   “중국 직접판매 법률의 변화 그리고 혼동”

• 주제 발언 5. 박한길 회장, “한국 직접판매산업 현황 및 운영 사례”

• 주제 발언 6. 센치 부교수, “게임 이론에서의 직접판매 업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설정”

1월	8일	오후

• 자유 토론

1월	9일	오전

• 신시대(New Era) 중국직소기업 방문

◼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 법률 및 감독 관리를 중심으로

1.		일시:	2020.	1.	8~9

2.	장소:	베이징대학	영재교류센터	성광홀

3.		주최:	베이징대학	직접판매연구센터,	전자

상거래법	연구센터,	한국소비자법학회

4.	후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5.	참석자	명단

한국

•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 정진명 교수, 서

종희 교수, 고형석 교수, 황원재 교수, 성준호 교수

•  공무원: 이상협 특수거래과 과장, 김은정 전자거

래과 조사관, 정희은 주중대사관 과장

• 협회: 박한길 회장, 어원경 부회장, 김태오 국장, 이창로 차장

중국

• 베이징대학 직접판매연구센터: 양치엔 교수, 장웨이밍 연구원, 센치 부교수, 위페이 박사

• 베이징대학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쉬에준 교수(센터장)

• 공무원: 쩌오궈홍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 처장, 왕신 부처장, 루타오 상무부 법조국 위원

2   한중 학술 세미나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14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 15

협
회 

소
식

◼ 세미나 요약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무원과 법규를 제정하는 조법사 공무원이, 학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와 직접판

매연구센터 책임자가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와 전자상거래과에서 참여하였으며 주중대사관 반독점 및 

공정경쟁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6명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오는 11월 즈음하여 한국 서울에서 학술

대회를 공개적인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마치게 되었다.

지난 2019년 초 텐진에 본사를 둔 건강기능식품 직소업체인 취엔젠 사건으로 말미암아 100일간 전국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통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직소업계는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에서는 직소 허가

를 단 1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런 흐름이 언제 변화될지 중국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직접판매(직소)와 다단계판매(다충차직소) 등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률 체계와 행정 규제 방식 등

에 대한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법학회의 한중 국제 학술 세미나 제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중국 베이

징대의 직접판매연구센터와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중국 학계와 정부는 한국의 방문

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있어 한국의 법 체계와 규율하는 방식, 위반사항 및 실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중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방문판매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다소 법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발제

와 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향후 전자상거래와 직접판매 분야에 대한 양국 연구자들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직접판매 분야를 주요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법 체계, 규율 방식, 실제 사례 등을 다

룬 이번 학술 교류는 최초라는 의미뿐 아니라 내실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중국 참가자들은 한국 법과 

규제 방식, 입법 취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한국의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중국의 직접판매 관련 법규는 한국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의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행정 규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직접판매 관련 법규는 2005년 제정된 직소관리조례, 금지전소조례로 나뉘어진다. 한국의 

방문판매 형태와 유사한 것을 규율하는 것이 직소관리조례이며 이 조례에 따라 직소 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소(직접판매)가 가능

하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다단계판매 형태는 금지전소조례에 따라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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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온라인 학술 세미나

◼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

1.	 일시:	2020.	11.	27(금)	13	:	30	~	18	:	00

2.	장소:	애터미파크	대회의실(충남	공주)

3.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	베이징대학	직소연구센터,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4.	후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5.	참석자	명단

한국

•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교수, 서희석 교수, 정진명 교수, 신영수 교수, 서종희 교수, 고형석 교수, 김세준 교수, 황원재 교수, 

성준호 교수

•  공무원: 류용래 특수거래과 과장, 박지운 전자거래과 과장

•  협회: 박한길 회장, 어원경 부회장, 김태오 국장, 이창로 차장

중국

•  베이징대학 직소연구센터: 웨이웨이 교수(센터장), 양치엔 교수, 쑨잉 교수, 선췌엔종 교수

•  베이징대학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쉬에쥔 교수(센터장), 뤼라이밍 교수

•  공무원: 쩌우궈홍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 처장, 웨이리 네트워크감독 부처장

◼ 세미나 일정

제1부	방문판매법의	규제	변화(사회: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제1주제: 방문판매법의 발전과 과제(고형석 교수, 선문대학)

제2주제: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분류 및 법 개정안(쑨잉 교수, 중국 정법대학) 종합 토론

  김세준 교수(경기대학), 류용래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양치엔 교수(직접판매연구센터, 베이징대학), 쩌우궈홍 처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 선췌엔종 교수(중국 정법대학)

한편 경소상(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되파는 판매상) 제도가 있는데, 중국은 대리상(agent)과 경소상

(vendor)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리상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경소상을 모집하여 거래를 알선해 주고 

중간 유통 마진을 취하는 유통업자다. 한편 경소상은 공급업체로부터 재화를 사입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수익

을 남기는 판매업자다.

직소판매는 허가, 즉 라이선스가 필요하나 경소상을 통한 유통, 판매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적인 유통, 판매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90여 개 직소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한국의 방문판매와 유사한 방식인 직소 방식을 취하지 않고 대부분 경

소상을 통한 유통을 하고 있으며 경소상 유통, 판매 방식에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 체계를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러한 후원수당 체계는 금지전소조례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고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이 가능하나 현재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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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사회: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

제1주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학회안)의 개요(서희석 교수, 부산대학)

제2주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직면한 주요 문제(쉬에쥔 교수,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장) 종합 토론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박지운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뤼라이밍 교수(베이징공상대학), 웨이리 부처장(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네트워크감독)

◼ 세미나 요약 

방문판매법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고형석 교수는 한국의 방문판매법의 연혁과 규제의 변화, 취지,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 앞으

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단계판매의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용어 변경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와 거래의 의미 구분, 후원방문판매와의 다른 규제의 상이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불법적인 판매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변

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체 용어로 후원판매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둘째, 다단계판매는 다층 구조적 판매 조직을 통한 재화 등의 

거래이다. 그러나 목적물 및 계약의 형태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단계판매를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있어 

모든 권리로 확대하고, 그 규율 대상 역시 판매가 아닌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원방문판매와 비교하여 규제의 형평성

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 역시 다단계판매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되는 판매 형태에 따라 규제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의 정의에 있어 결합되는 거래 형태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 지급 비율에 있어 35%는 근 25년 동안 유지된 비율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 상황은 매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

에 이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분류 및 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한 중국 정법대학의 쑨잉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직소관리조례에서는 ①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소셜커머스의 온라인 관리감독 주체 불명확으로 발생하는 관리감독의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소셜커머스와 기존의 경영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등록지, 소셜커머스 경영자의 주소

지, 소셜커머스 상품의 발송지 등 각 지역의 시장부처에 관리감독권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지역의 시장관리감독 부처

가 일상 관리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며, 사후에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들 주체 모두 해당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온•오프라인의 관리감독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관리감독에 차

이가 있으면 시장주체 간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거나 위법 행위의 온라인 도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 통합화 

및 평등한 관리감독을 직접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원칙으로 삼아 법에 포함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경영하는 소셜커머스가 

직접판매 행위를 할 때는 오프라인의 직접판매 행위와 동일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동등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관리감독 부처가 온라인으로 경영하는 소셜커머스의 직접판매 행위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③ 현장 조사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소셜커머스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식

을 모색하는 것은 학계와 실무기관이 부단히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향후 개정시에는 실제 각 지역의 소셜커머스 행위 관리감독에 

관한 유익한 경험을 종합하고 관리감독 관련 특별 규칙에 더욱 다양한 관리감독 수단을 규정하여 관리감독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④ 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직접판매 기업과 자연인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상업 등록 제도와 요건을 

강화하고 각 유형별 소셜커머스의 온라인 직접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서 나타나는 과대광고, 모조품 판매, A/S 문제, 소비자 분쟁시

의 권익 보호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금지전소조례에서는 ① 경쟁법 이론에서는 독점 행위 인정시 ‘자체 위법 원칙’과 ‘합리성 원칙’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칙이 존재

한다. 법률은 경제성을 추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종종 볼 수 있는 독점 행위를 위법 행위

로 규정하였다. 해당 행위를 인정할 시에는 개별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원인 등에 기반하여 실시한 해당 종류

의 행위를 법적으로 면죄할 수 있는 예외 규칙만을 일부 규정하였다. 이는 사법기관의 심판 효율성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처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다른 독점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형법 사용 자제를 전제로 하여 지나친 단속을 

지양한다. 또한 시장 주체에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 행위 여부를 인정할 때 합리성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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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행위 인정 시 특정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모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이 이미 야기

한 또는 앞으로 야기할 영향 등 기타 요소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 행위를 인정할 때는 합리성 원칙을 적

용하고 당연 위법 원칙은 배제하여야 한다. 즉 다단계판매 행위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정 유형의 행위를 다단계판매 

행위로 일괄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소셜커머스는 오늘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취업을 촉진하며 인

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

한 경제 행위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여야 하며, 경

영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

여야 한다.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객

관적인 현상은 팀 단위 보수 산정 방

식을 통한 수당 분배 모델이 다수 존

재한다는 것인데, 수당 분배 방식 자

체는 다단계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원인이 아니며, 다단계판매 행

위 인정 시에도 단순히 팀 단위 보

수 산정 방식을 택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는 법에 

의거한 인정과 신중한 인정 원칙의 

핵심이기도 하다. ② 현행 법은 다단

계판매의 행위 방식을 규정하기 때

문에 집행기관은 다단계판매 행위의 

새로운 표현 형식을 간과하고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인

정 방식은 현실 생활 속 복잡다변한 

위법 행위의 표현 방식에 법률이 제

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낙후성을 띤

다. 따라서 향후 개정 시 제6조, 제

12조와 같이 부칙을 신설하여 끊임

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응하여야 한다.

◼ 1차 방문

2월	24일,	이상협	과장,	김효중	사무관,	김태오	국장,	이창로	차장	참여

협회는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상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책적 검토를 민원으로 제안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방문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18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 19

협
회 

소
식

업계	요청사항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 기준의 변경시 적용일 기준 3개월 사전 통지 의무를 한시적으로(6월 30일까지) 즉시 또는 1개월 사전 

통지로 운영(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내용)

민원	배경

1) 업계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로 1분기 프로모션(이벤트)을 사실상 전부 취소

2) 취소된 프로모션(이벤트)을 2분기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3개월 전 사전 통지 의무) 

3) 감염 확산 장기화로 프로모션(이벤트)이 취소되면서 기업 비용 증가 및 매출 하락 심화

4) 판매원 소득 감소 및 공급업체(중소기업) 등도 연쇄적 매출 악화

◼ 2차 방문

5월	12일,	류용래	과장,	배문성	사무관,	이효권	사무관,	어원경	상근부회장,	김태오	국장,	이창로	차장	참여

협회는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를 방문하여 신임 류용래 과장을 만나 협회 업무를 소개하고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나

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협회는 제20대 국회 입법안 중 방문판매원 정보 제공 의무 중에서 판매원의 주소 삭제, 계약 후 계약서 교부 의무에

서 현행 서면만 가능한 것을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원 수첩과 등록증 발급에 대해 사전 

전자문서 동의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바가 있음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시 사전 통지 기간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지 수단의 다양화, 전달력 향상을 고려

하고 타업종과의 형평성 있는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서 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판매원의 청약 철회 기간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것도 판매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

과 판매원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1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접판매기업의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어 기업과 판매원의 피해가 발

생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법학회를 통해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안과 주석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협회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제조유통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께 힘을 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하며 국내 직접판매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 위축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회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직접판매기업 중에서 한계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도

드라질 것으로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협회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에 포함되어 있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시 적용일 기준 3개월 사전 

통지 의무를 한시적으로(6월 30일까지) 즉시 또는 1개월 사전 통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협회에서 제시한 이번 요

청사항이 받아들여져 실시된다 하더라도 우려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기업의 준

법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업계는 피해 보전이나 보상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동안 법제처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

었던 제한 규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 정책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위 사항을 업계 의견으로 제출 또는 검토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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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방문판매업계 간담회

1.	일시:	2020.	11.	19(목),	15	:	00

2.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3.	참여: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과장 홍경의, 사무관 곽수연, 주무관 이재호,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부장 등 4명, 아모레퍼시픽 김진봉 팀장, 김준범 팀장, 코웨이 남기용 과장, 최재경 대리, 웅진씽크빅 김재성 

차장, 협회 이창로 차장

4.	간담회	배경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 내 임시, 일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 집중됨에 따

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특고 고용보

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9. 11)되어 있으며,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고용보험에 

적용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검토 중인 직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이며, 해당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앞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해당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고로 지정된 방문판매원의 노무 제공 실태, 고

용보험 적용시 고려할 사항,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5.	간담회	내용

업계는 고용 안전망 확대를 통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보호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 다만 특고는 자발적 이직이 대

부분이라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 수급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연 가입(의무 가입)으

로 하더라도 판매원의 자발적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판매원 소

득이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서 미수금(회사에 납부 의무 부여에 기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서도 미수금 발생

으로 회사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으니 기존 사업주를 통한 신고와 부과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특고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업계는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14개 특고 업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며 급하게 추진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경우 정책 실패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현행 특고의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개정안은 특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인정되고 있는 특고 

관련 법을 별도 법 체계를 가진 형태로 정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정부 정책 간담회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 기획재정부: 특고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방안 간담회

1.	일시:	2020.	11.	11(수)	10	:	00

2.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3.	참여:		김병철 임시소득정보연계추진TF 국장, 정형 조세법령운용 과장, 현희성 행정사무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골프장경영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	간담회	배경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같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확한 준비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등에 특고 등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간담회	내용

참석자들은 특고가 속한 분야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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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며 소득 신고 혹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업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사업주의 부담만 가중되어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 정부에서는 3개월 기준 전년비 감소 몇% 기준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소득

자료 제출 주기와 관련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2022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3개월 감소

라는 기준이 임금근로자와 달리 계절적 소득의 변화가 있는 특고에는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특고는 근로 형태 및 소득 발생이 매우 유동적이고 계절,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의 소득 변동성은 자영

업자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특고의 소득을 구분할 때 원천징수형은 인적 용역 제공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있고 사업자 등록형은 화물차주, 건설기계 분야 등이 해당될 것이며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은 변동성이 잦은 사업소

득군으로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명세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주기가 천

차만별이다. 지금까지 연 1회였던 것을 월 1회(연 12회)로 늘릴 경우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력 충원, 시스템 구축, 업무 

처리 시간 증가 등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징수의 세무 업무는 90% 이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업무 증가로 인해 사업주에게 수수료 

인상을 통해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특고는 고령자가 많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전자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혜택

을 받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캐디와 골프장과는 사적 계약이 없으며 캐디의 개인적 소득 관리는 캐디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신

고의 주체는 캐디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골프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하우스캐디는 전체의 30% 정도이며 주중, 주말, 일 1회,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캐디가 있다. 따라서 캐디는 자영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민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소속되는 경우는 그나마 나으나 중소 규모의 플랫폼과 

계약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들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방문판매원 적용안

1차	간담회(2020.	4.	2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해수 국장, 이근열 부장, 심상명 차장과 코웨이, 웅진씽크빅, 교원, 마

임, 한국화장품, 원전커머스, 화진화장품, 유니베라, 코리아나, 셀트리온스킨큐어, 녹십초, 아모레퍼시픽, 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측의 실행 방안 몇 가지가 소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월 기준 보수 금액은 미정이나 총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렴되었으며 기존 

월 5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 후 5월 둘째주 이전 고지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재보험료율은 2020년 기준 0.8%로 사업주와 판매원이 각각 0.4%씩 부담하게 될 예정이며 대략 8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에 한 번이라도 충족되면 의무 가입 대상자

가 될 예정이다. 또한 5월 중 제도 시행안이 정리되면 인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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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간담회(2020.	5.	27)

고용노동부 오태웅 산재보상정책과장, 김용주 사무관,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부장, 회원사와 협회 총 3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

는 서울역 부근의 한국직업능력개발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7. 1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우리 업계의 의견

을 전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었다. 정부측 참석자는 산재보험 대상자(임의 가입 대상자) 월 소득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무를 진행하는 업계 담당자들에게는 제도 시행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다소 준비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었

다. 제도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자 신고는 사업주(기업 혹은 대리점주)가 해야 하며 산재보험 대상자가 월 소득 기준을 넘은 달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되나 실제 보험료 징수는 하되 납부는 초기 3개월 동안 유예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업계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산재보험 대상자 월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나 최소 생활이 가능한 정

도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즉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정도로 높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공

단 신고시 팩스로만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주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 기준을 넘어 한 번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면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달이 있더라도 당

해 가입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직 신고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서 가입이 중단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 고용정보원: 코로나19 확산이 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FGI

1.	도	·	소매업	경기	동향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상품이 아니면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유통이되고 있으며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

계판매의 경우도 온라인 거래 비중이 7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면 거래는 소비자가 비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유통 채널을 변환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품의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코로나19	확산이	도	·	소매업에	미친	영향

도소매 방식의 디지털 전환, 즉 온라인 거래, 비대면 거래(주문 및 배송)가 일상화 되고 대면 거래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도 · 소매업 분야는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는 매출이 급증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파생 효과가 드러났다. 대면 거래 도 · 소매업 분야는 매출 대비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등)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속적으로 폐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최근	도	·	소매업의	고용	및	인력	수요	변화

이미 도 · 소매업 인력은 온라인 재배치, 정규직 감소, 파트타임, 경력직 선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도 · 소매업의 디지털 전

환에 따른 온라인 거래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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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확산이	도	·	소매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온라인 거래 분야는 고용이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도 · 소매업에서는 지속적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도 · 소매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저임금 고용, 파트타임 고용, 전체적인 인력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도	·	소매업의	고용	및	인력	수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

우리 업계는 비교적 높지 않은 소득으로 인하여 젊은층의 유입이 적고 기존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령화로 인한 적극적 영

업에 한계가 있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	·	소매업	고용	및	인력	수요	변화	양상

디지털 인프라가 확산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용과 인력 수요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역할은 축소되고 디지털 전환에 능숙한 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진출이 더 활성화되고 

남성보다는 고용에서 과거보다 상대적 이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코로나19	이후	도	·	소매업	인력	수요	전망

도 · 소매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채널,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한 유통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 · 소매업과 연계된 서비스 분야도 지속

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수요는 감소하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	도	·	소매업의	고용	및	인력	수요와	관련한	장기적	전망

향후 5~10년 사이에 단순 판매 업무는 AI, IoT 등의 기술이 적용되면서 50%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규모 도 · 소매업의 경

우, 폐업하는 속도와 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취업 교육이 중요하

고, 국토 균형 개발을 통해 수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일자리, 소비, 문화적인 면에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인다.

1.	코로나19	의	확산과	정부	정책	변화	및	협회	대응	기록

5   코로나19 정부 정책 대응 기록 및 내용

날짜 주요 내용

6.	2(화)
구로구에 신고된 리치웨이에스지 방문판매업체의 관악구 소재 홍보관에서 감염자 발생(주요 언론

사에서 비중 있게 보도)

6.	4(목)

협회는 업계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사실 관계에 따른 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으

로 각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 방문판매 홍보관이라는 용어를 중심

으로 보도 내용이 수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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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내용

6.	7(일)

중대본 회의에 공정위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이 참석하여 국내 방판업체 현황 보고(보고 자료의 일

부를 협회에서 제공), 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6. 8~6. 19 기간 동안 불법 방문

판매업체 집중 점검 예고

6.	8(월)

10시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은 직판조합 회의실에서 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과 긴급 회의를 갖고 중대본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계획, 업무협조 사항 등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음

6.	8(월)

11시

서울시장,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 시설(7,333개)에 대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 발표 및 언론 브

리핑(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6.	11(목)
인천시, 방문판매 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 모임의 무기한 집합금지명령 발표, 방문판매 등 사업장

(972개)는 방역수칙 준수 지도

6.	12(금) 협회, 불법 홍보관 신고센터 운영(~7. 31)

6.	17(수) 대전시, 6월 30일까지 특수거래 분야 사업장 집합금지명령 발표

6.	18(목)
충청남도, 7월 1일까지 방문판매(702개), 후원방문판매(163개), 다단계판매(2개)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표

6.	20(토)
경기도, 7월 5일까지 방문판매(4,084개), 후원방문판매(755개), 다단계판매(10개) 등에 대한 집합금

지명령 발표

6.	21(일) 중대본, 직접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시설(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

6.	24(수)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서울시 회의(공정경제 소비자보호팀장/방판, 후방, 다단계판매 주무관, 협

회, 특판조합, 직판조합 참여)

6.	26(금) 서울지역 특수판매 분야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설치(공문)

7.	1(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수판매 분야 집합행위금지명령 고시

7.	15(수) 전국 고위험시설 운영자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시행(위반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7.	20(월)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서울시 회의(공정경제담당관, 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

7.	29(수)
협회, 서울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에 대응한 손실보상 청구 검토(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권리로서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검토 후 손실보상이 가능한 제도)

8.	5(수) 협회, 서울시에 조건부 집합금지 완화를 요청하기 위한 회원사의 상반기 매출 감소 자료 취합

8.	6(목)
협회, 경기도청 방문하여 공정경제과,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에게 업계 상황을 설명하고 집합금지 

완화 요청

8.	7(금) 협회, 인천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와 집합금지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 및 공문 발송

8.	11(화) 협회, 서울시 방문하여 집합금지명령 완화 요청 공문 전달(특판조합, 직판조합 공문 작성 참여)

8.	25(화) 협회, 서울시 매체소통팀에 ‘넋나간 가족’ 동영상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전화 및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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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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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의	주요	대응	내용

6.	24(수)	서울시	공정경제과	간담회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초기 집합금지명령을 검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시행한 것은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는 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잊은 행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기간을 2주로 하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검토 기간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타업종과 차별하는 것이

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오는 7월 5일 이후 집합제한으로 하향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 등 비용의 50% 보전을 요청하였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문주택 팀장은 추후 국장과의 간담회

를 한 번 더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29(수)	협회	손실보상	청구제도	검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중간 생략) 

날짜 주요 내용

9.	1(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업계 합동으로 불법업체 긴급 점검반 운영(9. 18까지)

9.	21(월)

행정안전부,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 피라미드업체’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

반업체’로 확대하고 신고처도 직판조합, 특판조합, 안전신문고로 확대하는 방안 발표(9. 23부터 시

행)

10.	11(일)
중대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고 고위험시설(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홍보관 

등을 제외한 10개 업종만 집합제한으로 하향 조정(10. 12부터 시행)

10.	12(화)
협회,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업계의 집합금지명령 완화 요청 공문 전달(특판조합, 직판조합 3자 

협의체, 민원 접수)

10.	26(월)
협회, 직판조합, 특판조합 3자 협의체에서 주요 7개 지자체에 집합금지명령 완화 요청 공문 발송

(서울시,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북)

11.	7(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권역별로 단

계 조정을 허용하였고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함(업계는 4단계인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 시

설로 바뀜)

11.	13(금) 정부,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11.	19(목)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11.	24(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현장 점검 지속 실시(1명/8㎡, 인원 제한(최대 10명), QR 

code,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모임 시간 제한(20분내 종료),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점검

12.	1(화) 협회, 서울시와 직판조합, 특판조합 등과 화상회의

12.	8(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업계는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25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26

1. 불합리한 차별(검토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집합금지명령 발표)에 따른 문제 제기 – 행정소송 (타시도 업종의 경우, 2주마다 검토)

2. 민사 손해배상 소송(서울시의 무리한, 위법적인 집합금지명령 발표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

3.  손실보상 청구(생존과 생계와 관련된 대면 판매에 대하여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발표, 사실상 사업장 폐쇄/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음)

8.	6(목)	경기도	공정경제과,	감염병관리과	민원	방문

협회는 집합금지로 인한 업계 전반의 어려움 전달하면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 

및 준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직접판매의 특성상 영업장 외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활동을 관리, 통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대안(확약서 제출)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

였다.

이에 공정경제과와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근 판매활동을 통해 확진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

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남, 부천과 고양시 확

진자는 방문판매 활동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업계와 관련하여 확진자 발생이 없어야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역풍(민원 제기)에 대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12(화)	보건복지부	면담	및	민원	접수를	위한	세종시	방문

중대본이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였는데 이번 조치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만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을 두고 협회와 직판조합, 특판조

합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집합행위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4개월 이상 수도권 직접판매 업계는 사실상 영업 금지 상태에 놓이게 되

었으며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집합행위금지뿐 아니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

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자가 면담을 회피, 거부하여 공문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다. 공문을 

통해 협회는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과 비교하여 업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현격히 높다고 보이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업계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였다.

12.	1(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와	업계	화상회의	참여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위반시 ‘원 스타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로 전환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는 업계 자율

점검 강화 및 결과지 제출을 제안, 요청하였으나 협회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 리스트를 핵심적인 것 중심으

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 제출이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계의 비대면 영업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비대면 영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법 규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포스터 제작시 위압감을 주는 이미지와 문구보다는 방역수칙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직접판매세계연맹의 2023년 세계대회 한국 유치를 위해 회장사와 회원사, 인천관광공사와의 협력으로 일정, 장소와 예산안

을 포함한 완성도 있는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여 레터와 함께 지난 5월 26일 WFDSA에 제출하였고 10월 1일 21시(한국 시간)부터 다

음날 새벽 1시까지 각국 DSA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세계대

회는 각국 대표자 회의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데 WFDSA는 10일의 투표 기간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10월 22일 발표하였다. 최

종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한 DSA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2개국이었는데 WFDSA는 투표 결과에 따라 2023년 개최지를 아랍에

미레이트연합(UAE)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WFDSA 세계대회는 직접판매에 관한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의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매 3년마다 개최되는 포럼으로 직접판매 기

업과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개최되었다.

6   WFDSA 2023 세계대회 개최 제안 및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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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지역과 대륙에서 직접판매 이미지 홍보의 기회

2. 기업 경영진과 각국 DSA에게 시장 및 규제 정보 제공

3. 직접판매 사업 관리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 제공

4. 지역 정부, 규제 당국자, 소비자 리더 및 학계에게 직접판매 채널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의 기회

5. 전세계 DSA에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1.	한국에서	세계대회	개최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우리 직접판매산업은 60여 년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언택트 트렌드는 글로벌 팬데믹을 타고 순식간에 일상을 점령하며 우리 직접판매산업 전체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이

를 극복하고 직접판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각국의 직판협회 등 WFDSA 차원에서의 교류와 소

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가장 앞서가는 IT 기술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

서 직접판매세계연맹의 세계대회가 개최된다면 미래의 직접판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중국 직접판매 업계와 상호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전세계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판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한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안서	요약

Title

Direct Selling : : REBOOT

Topic

1. Embracing of digital wave and big data

2. Reinforcement of direct selling heritage

3. Renewal of direct selling ecosystem

Why	Korea?

1. Contributing to Industrial Development

•  The 3rd largest country as a developed model of direct selling behind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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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Initiative for the future of direct selling based on digital utilization and consumer behavior in an uncertain 

world

•  Positive feedback and Image improvement among governments and consumer groups in Korea and the world

2.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Chance to involve Chinese government which wants to mak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

•  Getting Japan to come back to the global event (Even there is no tim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  Expansion of network and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3. Offering an outstanding Infrastructure

•  No traffic jam stress (3 minutes by car from airport)

•  One-stop service (Convention, Hotel, Tourism, Shopping, Food and even casino)

•  Refreshing travel program (Incheon theme tour, coastal tour)

Location	/	Hotel 

•  Grand Hyatt Incheon, 3 minutes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the hotel

•  Incheon Metropolitan City &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to fully support and host 2023 World Congress at Incheon, 

Korea

Planning	Committee 

•  Atomy Chairperson Han-Gil Park will head the Planning Committee

•  The Committee will consist of CEOs from Amway, Nuskin, Herbalife, AmorePacific, LG H&H care, Coway, Unicity and so 

on

Workshop	Program

1. An aging society and a long-term perspective of direct selling

2. Sustainable initiative in direct selling industry in response to untact activation

3. Direct selling : the ancient future in big data era

4. “Masstige” strategy for direct selling in Korea

5. Direct selling for strengthening consumer welfare in China

6. The power of details: Direct selling features in Japan

7. Alternatives for the success of the direct selling industry in retail business

◼ 제32차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위원회 참여

협회는 6월 3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유통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향후 영향력이 확대될 코로나19가 유통산업에 끼

치는 변화를 전망하는 기회를 가졌다. 코로나19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베인앤컴퍼니의 김혜경 파트너가 프리젠테이션

을 진행하였고 업계와 학회, 정계 등에서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New Normal이 될 것

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통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다음의 소비자 행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트렌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 1. Home as the center of 

consumption(홈코노이 확산), 2. Contactless buying(비대면의 일상화), 3. The digital playground(온라인의 엔터테인먼트형 진화), 4. 

Brand reliability(1등 브랜드 전성기), 5. Redefinition of value(가치의 재정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제13회 유통혁신포럼,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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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e	as	the	center	of	consumption(홈코노이	확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근무도 여가생활도 집에서 하는 집콕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에서 소비하는 문화용품, 생

활, 가전용품, 식품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집콕 트렌드에 따라 선도 소비재 업체의 공략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의식주

를 해결함에 따라 조리가 간편하나 건강, 영양, 맛을 고려한 가정 간편식(HMR)이 선호되고 있다. 단순한 프리미엄화를 넘어 조리

법과 종류에 변화를 준 밀키트(meal kit)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2.	Contactless	buying(비대면의	일상화)

Untact 소비는 이제 전 연령대 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중

국 알리바바의 일용소비재, 즉 위생용품, 즉석식품, 포장식품, 신선식품, 개인관리제품,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주류, 의류 등 전 카

테고리가 2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지금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on-demand service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침투율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대행 서비스의 사용량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적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 인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노출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장년 고객들도 반강제적 온라인 쇼핑 경험에 노출되어 이커머스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업체들은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반업체들도 고객의 비대면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앱을 통해 식료품 구매 후 원하는 시간에 픽업, 점원이 주문한 제품을 직접 실어 주는 비대면 서비스를 극대화하

고 있으며 스타쉽(Starship)은 대학가, 주요 도시 중심으로 주변 음식점과 연계한 무인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럭셔리 쇼핑몰 및 럭셔리 브랜드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트래픽/매출 감소 위기를 온라인, O2O(on-line to off-line)를 통해 극복

하고 있다.

3.	The	digital	playground(온라인의	엔터테인먼트형	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유통 플랫폼의 경계가 더욱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Contents(문자•음성•영상 등 서비스

의 내용물), Assortment (구색 갖추기, 상품 구성), Convenience (편의성)를 갖춘 미디어 컨텐츠 플레이어, 즉 넷플릭스, 카카오, 

유튜브 등이 소매 유통에 참여한다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Brand	reliability(1등	브랜드	전성기)

코로나는 고객의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 제품보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이 우선시 되고 있

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핵심 구매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제품, ② 살균 효과가 있는 제품, ③ 친환경적 방식으로 살균하는 제품, ④ 개인 면역력을 증가시킴, ⑤ 고급 

성분 사용, ⑥ 생산 안전 기준을 지킴, ⑦ 브랜드 인지도 ⑧ 친환경 성분 사용, ⑨ 유기농 성분 사용, ⑩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패키

징 사용 ⑪ 국내 생산 제품

중국의 3.8절 알리바바 프로모션 결과 각 제품 카테고리별 글로벌 1~3위 브랜드에 매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코로나의 위

협으로 글로벌 마켓 신뢰도는 주요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통전문가들은 글로벌 위기가 1위 업체

에게는 오히려 기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프라인 유통계에서는 고객들이 위기 때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체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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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존재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역시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는 글로벌 1위 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Redefinition	of	value(가치의	재정의)

◼ 유통업계의 도전과 과제

1.	고객	가치	재설계

기존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winning retailer의 요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고객의 니즈를 심도 있게 이

해하고 신속하게 활용하여 차별화된 옴니채널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자산	기반	재구성	및	재조정

향후 3~5년 이커머스 침투 가속화에 따라 유통사들은 옴니채널 경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산 기반(물류, 매장 형식, 레이아웃, 

온라인 이행 시점)의 재구성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

3.	모든	영역에서	복잡성	제거

위기 기간 동안 유통사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복잡성을 제거해야 하고 금번 사태를 통해 zero-base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점검

하고 복잡성을 배제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4.	오픈	에코시스템(open	ecosystem)	참여	확대

제품을 넘어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유통 인프라, 물리

적 자산 등 자사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 역량 및 수익원을 확보하고 온라인 채널, 구성 등에서 규모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전략	실행가(Activist)의	태도	겸비

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면 activist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사들은 스스로 activist적 

시각을 장착할 필요가 있으며 activist가 취할 만한 전사적 자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인수, 분할)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한 

의사 결정, 심지어 지배 구조 조정까지 검토하여 시장에서의 도전을 방지해야 한다.

6.	새로운	신속한(agile)	업무	방식	정착

기존 운영 모델의 붕괴로 유통사들은 Agile한 시도들을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래 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

해 필요한 신속하고 진취적인 업무 방식을 내재화할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13회 유통혁신포럼 참여

협회는 9월 24일(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유통혁신포럼에 

참석하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 등이 기

조연설자로 참여하였으며 롯데온, 이마트, 11번가, 마켓컬리 등에서 

발표하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유통혁신포럼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유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물류부터 소비자 접점까지 모든 부문에

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유통산업 턴어라운드와 생존 경쟁'이라는 주제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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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직접판매업계 발전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지난 1년간 꾸준히 운영해 왔으

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분야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다. 2020년에도 매월 다단계 용어 오남용 언

론 보도에 따른 보도 정정 공문을 언론사 편집부와 보도자료 작성 기자에게 발송하여 보도 내용의 정정과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였

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정부기관, 지자체, 언론사 등의 브리핑, 보도자료, 영상자료, 기사 등에 업계와 무관한 내용에 관련 용

어를 사용하거나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맥락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3자 협의체는 

공문 발송,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자 협의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2020년 1월 31일부터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홈을 다단계판매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9월 8

일에는 업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담은 서울시 ‘넋나간 가족’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브랜드 홍보 사이트에서 다른 내

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방문, 서울시 간담회, 지자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집합금지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역 관련 협력을 지속해 오면서 업계가 코로나19 방

역지침을 준수해 온 결과로 5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2.5단계부터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되었다.

8   3자 협의체 – 실무자 회의

1월	 리웨이,	성광테크노피아	피해,	암호화폐	사기를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29건

2월	 라임	펀드,	IDS	홀딩스	피해,	암호화폐	사기를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6건

3월		 금융투자	사기,	글로벌	코인	사기를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6건

4월		 사모펀드,	금융피라미드,	가상화폐	사기를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4건

5월		 연예인,	축구	감독	등	유명인을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7건

6월		 대전광역시	확진자	보도,	유사금융	폰지사기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9건

7월		 리치웨이,	다크웹,	인터넷	가상	캐릭터	매매	사기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2건

8월		 엘골인바이오,	가상화폐,	IDS	홀딩스	베트남	금융사기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1건

9월		 GRS	투자자문	폰지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7건

10월	 지자체	집합금지	완화	요청,	VIK	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0건

11월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보도자료,	투자사기,	유사수신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10건

12월	 블록체인	규제,	사모펀드	부실	등을	포함한	보도	대응	공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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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방문판매법 입법안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입법안 정리

법률 자료 및 입법 소식

Legistra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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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및 입법 소식 Legislation and Regulation

1   제20대 국회 방문판매법 입법안 정리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운영된 제20대 국회 회기 중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발의는 총 21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안은 2건, 위원장 대안은 1건, 국회의원안은 18건이었다. 대안 반영을 포함하여 최종 의결한 개정안은 6건이었으며 폐기된 법안은 15

건으로 폐기율 71.4%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 총 발의 건수는 24,141건이었으며 폐기는 15,125건으로 폐기율 62.6%였다. 여기

서 폐기의 의미는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휴회 · 폐회 기간 제

외) 이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말한다. 폐기 법안의 대부분은 소관위원회에서 검토

한 바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이다.

█	의결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

1.  정무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은 회기 중 박찬대 의원, 송희경 의원, 김도읍 의원, 정부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정리한 것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

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함(안 제7조의2,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박찬대 의원안)

 ②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제3항·제5항, 송희경 의원안)

 ③ 부정 수령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 및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의2, 정부안)

 ④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삭제 및 제

57조제4항 신설, 정부안)

 ⑤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3

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자 외에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신설, 김도읍 의원안)

2.  원안 가결된 법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	폐기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

 ①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의 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여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서영교 의원안)

 ②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

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

3항, 김재경 의원안)

 ③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황주홍 의원안)

 ④  계속거래업자 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

고, 계약서 작성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66조제2항제1호, 이학영 의원안)

 ⑤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34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 35

법
률 

자
료 

및 

입
법 

소
식

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전해철 의원안)

 ⑥  ‘상당하다’가 ‘일정 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7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김광수 의원안)

 ⑦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

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김종민 의원안)

 ⑧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

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최인호 의원안)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 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

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3,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8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1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8조의12).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

 ⑨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49조 및 제66조, 김해영 의원안)

 ⑩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정부안)

 ⑪  방문판매 및 계속 거래 등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 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

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윤영석 의원안)

 ⑫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신설, 김성원 의원안)

 ⑬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 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조경태 의원안)

 ⑭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안 제3조제4호 신설, 박용진 의원안)

 ⑮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

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이종걸 의원안)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 2023302 서영교 의원 등 14인 2019-10-30 2020-05-29 폐기

2 2022633 김재경 의원 등 10인 2019-09-24 2020-05-29 폐기

3 2022448 황주홍 의원 등 11인 2019-09-11 2020-05-29 폐기

4 2020967 이학영 의원 등 10인 2019-06-13 2020-05-29 폐기

5 2019665 전해철 의원 등 10인 2019-04-08 2020-05-29 폐기

6 2018605 김광수 의원 등 10인 2019-02-13 2020-05-29 폐기

7 2016947 김종민 의원 등 10인 2018-11-30 2020-05-29 폐기

8 2014786 최인호 의원 등 12인 2018-08-06 2020-05-29 폐기

9 2013775 정무위원장 대안 2018-05-28 2018-05-28 원안 가결

참고자료	1.	제20대	국회	회기	중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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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국회	법	개정안	접수,	폐기	현황(%,	폐기율)

참고자료	3.	제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법률안	세부	처리	내용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0 2011048 박찬대 의원 등 12인 2017-12-27 2018-05-28 대안 반영

11 2010135 정부 2017-11-10 2018-05-28 대안 반영

12 2009763 송희경 의원 등 11인 2017-09-29 2018-05-28 대안 반영

13 2006170 김해영 의원 등 14인 2017-03-15 2020-05-29 폐기

14 2004761 김도읍 의원 등 10인 2016-12-29 2017-11-09 원안 가결

15 2004675 정부 2016-12-28 2020-05-29 폐기

16 2004520 김도읍 의원 등 10인 2016-12-21 2018-05-28 대안 반영

17 2004239 윤영석 의원 등 10인 2016-12-08 2020-05-29 폐기

18 2003830 김성원 의원 등 18인 2016-11-24 2020-05-29 폐기

19 2003345 조경태 의원 등 11인 2016-11-07 2020-05-29 폐기

20 2001517 박용진 의원 등 10인 2016-08-10 2020-05-29 폐기

21 2001479 이종걸 의원 등 10인 2016-08-08 2020-05-29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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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수 처리

처리 내용

계

법률 반영

계

법률 미반영

가결 대안반영
(폐기)

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의원 21,594 21,594 6,608 569 868 5,130 41 14,986 2 14,769 215

위원장 1,453 1,453 1,453 1,433 20 　 　 　 　 　 　

정부 1,094 1,094 738 135 170 433 　 356 　 356 　

총계 24,141 24,141 8,799 2,137 1,058 5,563 41 15,342 2 15,125 21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0.	7.	1부터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의 항목에서 9개 직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

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가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에 더하여 2020년 1월 7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방문서비스 종사자(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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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9만 명) 및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7.5만 명)

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하여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고에 편입된 방문판매원은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 시간 18일 이상 ③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 대상자가 된다. 한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 제품(정수기, 공기청

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 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되었다. 방문교사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 · 교구 등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기존 방문 학습지교사와 달리 세부적인 구분 기준을 적용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요율은 매년 변동되나 

0.8~0.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일 평균임금은 방문판매원 1,597,500원

(53,250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1,392,000원(46,400원), 방문교사 1,016,300원(33,877원)으로 고시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

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2021.	7.	1부터	시행	예정)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사유를 명문화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의 자발적 적용 제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용 제외 사유로는 ①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직

일과 관계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제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재적용 신청이 없더라도 종사자 또는 사업주

가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재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존 적용자는 개정법 시행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고 기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 개정법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인 출산, 육아, 질병 등

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일괄 재적용할 예정이다. 결국 특고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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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문서의 효력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신설된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서는 전자문서가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에서 서면만 문서로 인정하고 전자문서를 문서로 인정하지 않던 경우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

가지를 갖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법 내용이 시

행될 예정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즉, 방문판매법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

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③항 생략)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 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

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 제외 사

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21. 1. 5.> (이하 생략)

█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내용	예시.

제7조 (방문판매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②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단계판매원) 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 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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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2020. 12. 10 시행)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

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②(현행과 같음)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

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신설)

제3조(적용 범위) –––––––––––––––––––––––––––– 1.∼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

4   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입법안 정리

1. 법 제3조제4호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방문판매법 미적용 신설(20. 6. 16, 박용진 의원안)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2.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10일 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20. 7. 10, 정부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

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법 제3조제2호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방문판매법 미적용(20. 10. 19, 이용우 의원안)

  이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

래

3. (생략)

제3조(적용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금융상품판매업자

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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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제2항 전자계약서 발급 허용(20. 11. 2, 김희곤 의원안)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5. 법 제7조2항, 제15조제3항,5항 전자문서 활성화 (20. 12. 23, 전재수 의원안)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

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6. 법 제2조제7호 후원방문판매의 비대면 영업활동 허용(20. 12. 31, 김교흥 의원안)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⑤ (생 략)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ㆍ② (생 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그가 관리 ·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

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

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

야 한다.

1. ∼ 5. (생 략)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동의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동의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 ·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

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 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13. (생략)

제2조(정의) ------------------------------------.

1.~6. (현행과 같음) 

7.  -------------------------------------------------

--------------------------- 제1호(방문을 하는 방법 외에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하는 방법으

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8.~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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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직접판매산업 통계

◼ 2019년 직접판매 매출 및 등록 현황 

조사 연구 부문

구분 업체 수 매출 비고

방문판매 15,185 7조 1,649억 원 화장품, 건기식, 렌탈, 학습지 등

후원방문판매 2,189 3조 568억 원
    2018년     업체 수              2,654

     매출   3조 1,349억 원

다단계판매 130 5조 2,284억 원
    2018년     업체 수    130

     매출   5조 2,208억 원

합계 15조 4,501억 원     2018년     매출   14조 5,786억 원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자료 참고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매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 참고 

2019년 우리나라의 직접판매 매출 규모는 전년비 5.9% 성장한 15조 4,501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은 생활가

전판매와 렌탈 분야에서 제품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가 두터운 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규모가 

성장해가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주력 제품인 화장품의 소비자 선호도가 감소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비중이 확대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유통망 재구조화, 가격과 제품군 등의 변화가 필요

한 시점에 와 있다. 다단계판매업은 전년에서 큰 변화 없이 소폭 증가한 5조 2,284억 원을 나타냈으며 판매원 수가 소

폭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매출은 오히려 상승하여 다단계판매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업체 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자료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참고하였다. 방문판매업은 생활가전판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뿐만 아니라 학습지, 서적, 교

육용 기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자동차 등 상당히 광범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협회에서 추정하는 방문판매업

의 매출 규모는 일반적인 도 � 소매 유통 분야 제품군을 참고로 하여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방문판매기업의 매출을 중

심으로 작성되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019년 기준 업체 수와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해당

업종 정보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20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체 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다단

계판매업체 수는 연말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19년 기준 후원방문판매

원 수는 약 38.4만 명,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22.9만 명이고 다단계판매원 수는 약 834만 명, 후원수당을 받은 사

람은 약 152만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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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합계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서울특별시 105 104  398 415 4,392 4,359 1,556 1,261 6,451 6,139

부산광역시 2 2 245 187 686 852 197 141 1,130 1,182

대구광역시 3 3 169 124 732 669 121 95 1,025 891

인천광역시 0 0 79 110 352 667 70 132 501 909

광주광역시 1 0 389 78 874 380 173 57 1,437 515

대전광역시 3 2 91 87 256 594 50 186 400 869

울산광역시 1 1 114 55 649 238 223 45 987 339

세종자치시 0 0 0 0 48 38 14 8 62 46

경기도 11 9 787 347 3,233 3,202 660 483 4,691 4,041

강원도 1 1 211 121 732 425 108 57 1,052 604

충청북도 1 1 152 77 412 400 55 26 620 504

충청남도 2 2 329 119 849 584 70 57 1,250 762

전라북도 2 2 163 87 677 709 78 78 920 876

전라남도 0 0 119 74 475 412 72 46 666 532

경상북도 2 1 97 125 442 650 38 69 579 845

경상남도 1 1 179 168 614 864 74 54 868 1,087

제주자치도 1 1 16 15 149 142 19 15 185 173

합계 136 130 	3,538 2,189 15,572 15,185 3,578 2,810 22,824 20,314

2018년 계 130 2,654 16,965 2,860 22,609

2017년 계 125 2,768 17,350 3,464 23,707

2016년 계 124 2,777 20,319 4,356 27,576

2015년 계 128 2,705 21,987 4,356 29,176

2014년 계 109 2,852 22,477 4,760 30,198

2013년 계 106 2,653 22,537 4,911 30,207

2012년 계 94 　 26,711 5,101 31,906

2011년 계 70 　 28,243 4,994 33,307

2010년 계 67 　 25,745 4,621 30,433

2009년 계 71 　 28,745 4,638 33,454

◼ 지역별 현황

조
사 

연
구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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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연도별 업체 변동 및 지역별 분포

지역 업체	수

서울 105

부산 2

대구 3

인천 0

광주 1

대전 3

울산 1

세종 0

경기 11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0

경북 2

경남 1

제주 1

합계 136

연도 업체	수

2009 71

2010 67

2011 70

2012 94

2013 106

2014 109

2015 128

2016 124

2017 125

2018 130

2019 130

2020 136

[다단계판매]

2020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
77%

경기
8%

충북 1%
강원 1%

충남 1%

전북
1%

제주 1%

경북 1%

경남 1%

부산 1%

대전 2%

광주 1%

울산 1%

대구 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6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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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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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1 70

94
106 109

128 124 125 130 130
136

67

<연도별	다단계판매업체	변동>

◼ [후원방문판매] 연대별 업체 변동 및 지역별 분포

지역 업체	수

서울 398

부산 245

대구 169

인천 79

광주 389

대전 91

울산 114

세종 0

경기 787

강원 211

충북 152

충남 329

전북 163

전남 119

경북 97

경남 179

제주 16

합계 3,538

연도 업체	수

2009 0

2010 0

2011 0

2012 0

2013 2,653

2014 2,852

2015 2,705

2016 2,777

2017 2,768

2018 2,654

2019 2,189

2020 3,53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653

2,852
2,705 2,777 2,768 2,654

2,189

3,538

[후원방문판매]

2020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
11%

부산 7%

대구 5%

인천 2%

광주 11%

대전 3%

울산 3%

경기 22%

강원 6%

충북 4%

충남 9%

경남
5%

전북 5%

경북 3%

전남 3%

0 0 0 0

<연도별	후원방문판매업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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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연도별 업체 변동 및 지역별 분포

◼ [전화권유판매] 연도별 업체 변동 및 지역별 분포

지역 업체	수

서울 4,392

부산 686

대구 732

인천 352

광주 874

대전 256

울산 649

세종 48

경기 3,233

강원 732

충북 412

충남 849

전북 677

전남 475

경북 442

경남 614

제주 149

합계 15,572

지역 업체	수

서울 1,556

부산 197

대구 121

인천 70

광주 173

대전 50

울산 223

세종 14

경기 660

강원 108

충북 55

충남 70

전북 78

전남 72

경북 38

경남 74

제주 19

합계 3,578

연도 업체	수

2009 28,745

2010 25,924

2011 28,243

2012 26,711

2013 22,537

2014 22,477

2015 21,987

2016 20,319

2017 17,350

2018 16,965

2019 15,185

2020 15,572

연도 업체	수

2009 4,638

2010 5,132

2011 4,994

2012 5,101

2013 4,911

2014 4,760

2015 4,356

2016 3,833

2017 3,464

2018 2,860

2019 2,810

2020 3,578

[방문판매]

2020	지역별	분포

부산 4%

대구
5%

광주
6%

대전 2%

울산
4%

인천 2%

충북 3%

충남 5%

경남
 4%

강원 5%

전북
       4%

전남
    3%

경북
  3%

경기
2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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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3,000

2,000

1,000

0

4,638

5,132 4,994 5,101
4,911 4,760

4,356
3,833

3,464
2,860 2,810

3,578

[전화권유판매]

2020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
43%

부산
6%  대구

3%

울산 6%

대전 1%

  인천 2%

제주 1%

강원 3%

충북 2%

충남 2%

전남
2%

경북
1%

경남
2%전북 

2%

경기
18%

광주
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8,745

25,924
28,243

26,711

22,537 22,477 21,987
20,319

17,350 16,965 15,185 15.572

<연도별	방문판매업체	변동>

<연도별	전화권유판매업체	변동>

서울특별시
28%

제주
1%

조
사 

연
구 

부
문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45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46

◼ 판매원 현황

◼ 직접판매(다단계판매 + 방문판매) 매출 규모

연도 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합계

2019 8,344,523 834,624 9,179,147

2018 9,034,608 844,575 9,879,183

2017 8,702,526 898,120 9,600,646

2016 8,423,413 997,911 9,421,323

2015 7,955,622 972,788 8,928,410

연도 다단계판매 방문판매(후방포함) 총	매출 전년비	성장률

2019 5조 2,284 10조 2,217 15조 4,501 5.9%

2018 5조 2,208 9조 3,578 14조 5,786 3.0%

2017 5조 2,381 8조 9,151 14조 1,532 -3.5%

2016 5조 4,562 9조 2,172 14조 6,734 3.8%

2015 5조 1,531 8조 9,852 14조 1,383 11.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2015~201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추정치(2019)

● 출처:  다단계판매 - 공제조합 매출자료, 후원방문판매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자료, 

방문판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협회 추정치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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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매출 구성

품목
구성비

(매출액	기준)

의류	및	액세서리	
(의류, 란제리, 잠옷, 신발, 패션 주얼리, 패션시계, 액세서리 및 개인용품)

1.0%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화장품, 스킨케어, 향수, 세면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

24.0%

홈케어
(가정용 청소 제품, 자동차 관리, 애완 동물 관리)

1.0%

가정용품	/	내구재 

(조리기구, 식기류, 장식품, 원예용품, 가구, 가전 제품, 공기청정기, 필터, 진공청소기, 침구)
11%

웰빙	 
(체중관리/영양보충제, 스포츠/에너지 음료, 단백질 음료, 피트니스 및 기타 제품, 에센셜 오일)

47%

도서,	완구	및	시청각	자료
(교육 출판물, CD,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장난감 및 게임, 스크랩북)

5%

식료품	및	음료 

(와인, 냉동 식품, 기타 관련 제품, 웰빙 속성이 있는 제품 제외)
9%

생활	개선,	주택	개조
(빌트인 인테리어, 리퍼 작업, 보안 시스템, 난방 시스템, 기타 관련 제품)

0%

유틸리티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통신)
1%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신용 시설)

0%

*기타 1%

합계 100%

● 기타에는 방문판매의 경우 임대 사업, 소모품, 농산물, 건강 기기 등이, 다단계판매의 경우 쇼핑몰 분양, 판매 보조용품, 쇼핑백 등이 포함됨.

의류 화장품 홈케어 가정용품 건강 기능 
식품

도서, 
학습지

식료품 주택 개조 유틸리티 금융 서비스 기타

50

40

30

20

10

0

1% 1% 1% 1%

24%

11%

47%

4%

10%

0% 0%

조
사 

연
구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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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직접판매산업 통계 

세계 직접판매 현황

• 발표 자료: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2019년 통계자료(2020. 7 발표)

• 자료 기준: 2019. 12. 31

• 금액 기준: 1,088.0원/USD(2019. 12. 31 기준)

• 세계 직접판매시장 규모: 1,840억 달러(실질 달러 기준 전년비 -4.3% 성장)

• 직접판매원 규모: 1억 1,992만 명

◼ 세계직접판매 매출 및 판매원 현황

1) 매출 규모1) 매출 규모

2) 품목별 매출 현황

의류 화장품 홈케어 가정용품 건기식 도서, 학습지 식료품 금융 서비스 기타유틸리티주택 개조

40%

35%

30%

25%

20%

15%

10%

5%

0%

6.1%

28.6%

3.1% 3% 3.9%

11.5%

35.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10

205

200

195

190

1890

1870

1850

1830

1810

1790

1770

1750

198.1

201.91821

1856

1887

1805

205.3

196.4

단위: 조 원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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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원 수 4) 판매원 구성

5) 판매원 성비

 0 10% 20% 30% 40% 50% 60% 70% 80%

여성

남성

74%

26%

◼ WFDSA 연도별 매출액 및 판매원 수

연도 매출액(억	US	$) %	(yoy) 판매원	수(명) %	(yoy)

2019 1,804 - 4.3% 119,923,434 1.3%

2018 1,887 1.7% 118,400,000 1.5%

2017 1,856 1.9% 116,637,059 8.7%

2016 1,821 1.9% 113,737,983 3.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20

115

110

105

100

113.7

116.6

118.4
119.8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30%

25%

20%

15%

10%

5%

0%

7%

19%

26%
25%

23%

단위: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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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직접판매 지역별 현황

1) 매출 규모 2) 판매원 수

아메리카
26%

유럽
12%

아프리카, 중동 3%

아시아
44%

아프리카, 중동 1%

아메리카
34%

유럽
21%

아시아
59%

GLOBAL SALES

IN	USD	BILLIONS	180.5

Asia(China)													 78.9(24.0)

America	 61.8	–	up	0.7%

Europe	 37.9	–	up	0.8%

Africa	&	Middle	East	 1.9	–	up	11.6%

GLOBAL SALES FORCE

119.8		MILLION

Asia(China)											 68.1(4.1)

Americas	 30.9	–	up	0.1%

Europe	 14.1	–	down	1.6%

Africa	&	Middle	East	 6.5	–	u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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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직접판매 상위 현황

1) 매출 상위 10개국 현황: 글로벌 매출액의 78%를 차지 

미국

중국

대한민국

독일

일본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말레이시아

대만

0 5 10 15 20 25 30 35 40 45

3.9

5.6

6.5

6.6

10

16.9

18.9

19.2

26.0

38.0

단위: 조 원

<주요 국가 연간 매출액 및 순위>

순위
2019

2018 2017 2016 2015
국가 매출액(조	원)

1 미국 38.0 중국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26.0 미국 중국 중국 중국

3 대한민국 19.2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4 독일 18.9 독일 독일 독일 독일

5 일본 16.9 일본 일본 일본 일본

6 브라질 10.0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7 말레이시아 6.6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8 멕시코 6.5 프랑스 말레이시아 프랑스 프랑스

9 프랑스 5.6 말레이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0 대만 3.9 대만 영국 영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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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24개국 현황 : 글로벌 매출액의 94% 차지

순위 국가
매출액
(조 원)

성장률 매출액 구성비

1 미국 38 -0.4%

Top 5 

61%

2 중국 26 -30.0%

3 대한민국 19.2 3.8%

4 독일 18.9 5.0%

5 일본 16.9 -1.2%

6 브라질 10 3.3%

Top 10

78%

7 말레이시아 6.6 5.6%

8 멕시코 6.5 2.5%

9 프랑스 5.6 1.5%

10 대만 3.9 -3.9%

11 영국 3.5 -6.1%

Top 15

86%

12 태국 3.3 0.4%

13 이탈리아 3.2 -5.7%

14 캐나다 2.7 -6.0%

15 인도 2.7 12.1%

16 러시아 2.5 -6.2%

Top 20

91%

17 콜롬비아 2.4 0.4%

18 페루 2.1 4.2%

19 인도네시아 1.7 9.3%

20 필리핀 1.6 5.2%

21 호주 1.3 -5.2%

Top 24

94%
22 에콰도르 1.2 -3.4%

23 아르헨티나 1.2 20.0%

24 폴란드 1.2 -1.3%

조
사 

연
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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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판매원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

다단계판매원 실태 조사는 판매원의 주간 활동시간과 연령, 성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판매원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소비자회원과 경

제활동을 하는 판매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실태 조사에 사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업판매원은 지난 12개

월 동안 후원수당을 꾸준히 받으며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주 30시간 이상을 일한 판매원이며 파트판매원은 일주일에 

30시간 이내로 일하며 다른 직업을 갖고 직접판매로 부수입을 얻는 판매원이고 소비자판매원은 제품과 서비스의 회원 

할인 구매를 목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이며 비활동판매원은 한 해 동안 구매 실적 없이 탈퇴하지 않은 판매원으로 구분

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2019년 기준, 2020년 3월 조사 실시 결과로 공정거

래위원회 7월 발표자료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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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협회는 2020년 5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함께 한국소비자법학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의 전부개정안 연구를 공동 발주하였다. 이번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용역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

는 법률 규정들을 단순화하고 명확화하여 해당 법을 적용하는 정부기관과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 해석하는 법률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판매 · 거래 유형별로 행위자의 의무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내용이 체

계적이지 않고 규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방문판매법 개별 조문의 입법 이유와 의미, 그 한

계를 검토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업계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아래와 같이 주요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연령대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 활동시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 성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18 18~24 25~34 35~44 45~54 55~64 65~ 합계

판매원 수 -  175,582 790,121 1,580,241 2,458,153 2,370,362 1,404,659 8,779,119

% 0% 2% 9% 18% 28% 27% 16% 100%

　 전업 파트 소비자 비활동 합계

판매원 수 702,330 3,950,604 2,282,571 1,843,615 8,779,119

% 8% 45% 26% 21% 100%

　 여자 남자 합계

판매원 수 6,584,339 2,194,780 8,779,119

% 75% 25% 100%

<활동시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비율>

<활동시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

전업
8%

파트
45%소비자

26%

비활동
21%

전업 파트 소비자 비활동

400만

350만

300만

250만

200만

150만

100만

50만

702,330 

3,950,604

2,282,571

1,843,615

판매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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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 정의에서 명칭 변경

  방문판매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는 재화를 거래하는 것이며 용역,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사항이므로 거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거래라

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져 방문판매를 방문거래로 변경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방문거래”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청약을 받아 체결하는 계약

 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체결하는 

계약

2. 다단계판매를 후원거래로 명칭 변경

  “후원거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조직(이하 “후원거래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단계판매 정의에 있어 판매조직의 다층구조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용어를 정할 것이 아닌 후원수당에 방점을 두어 용어를 

정하는 것이 후원방문판매로 정한 취지와 일치하게 된다. 판매조직의 다층구조 형태를 띠는 다단계판매 방식에 있어 핵심은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에 있다. 즉, 판매조직의 다층구조는 다른 유통조직에서도 존재하지만, 다단계판매와의 차이점은 후원

수당의 지급 기준에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의 핵심은 판매조직의 다층구조보다는 후원수당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

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매방식에 대한 용어는 더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강조하여 ‘후원판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 판매원의 청약 철회 기간의 단축

  현행법은 판매원이 재화 등의 재판매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전면개정안 이후 판매원에게 최대 3개월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청약 철회권 배제 사

유를 명시하며 실제 청약 철회 기간은 유통되는 상품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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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양질의 상품을 최적화된 유통 단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중간 유통 마진을 

판매원에게 소매 마진으로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판매원의 수익 구조가 소비자 판매보다는 후원수당

에 집중되면서 소매 유통을 통한 소비자 확장성은 약화되었다. 한편 판매원의 청약 철회 기간은 환매제도를 통해 자율적으

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에도 현행 법에서는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

례도 보고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 규제인 환매제도를 활성화하고 판매원에 대한 청약 철회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할 필

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4. 후원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방문판매법 등에 대한 교육 의무 부과 검토

  중장기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 활동에 필요한 방문판매법을 포

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 판매원과 소비자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5.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에 대한 검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후원수당 총액은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는 35%, 후원방문판매는 38%로 그 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현

행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의 지급 비율이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가 상호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입법 취지가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 규정을 

통해 사행적 확장을 금지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거래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번 연

구를 통해 사회 경제적 변화와 직접판매의 건전한 성장,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을 개선할 수 있

는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6.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3개월 사전 통지 기간 검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은 프리랜서 형태의 판매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상의 변경 사항이다. 계약 기간 중 후원수당 지

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법은 이러한 계약사항의 중요한 변경에 있어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적용일을 명시하여 시행 3개월 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고 홈페이지 1개월 게시 등을 통해 

판매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판매원에게 계약의 안정성을 주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율은 후원수당 지급 상한

선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현행 법의 준수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과 같이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은 필요시 새로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연초 1회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연초 변경시 적용일 3개월 전 

통지되어야 하므로 3분기 말에는 통지하고 있다. 한편 계절성, 시즌성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해당 회기년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 기업의 매출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3개월 전 사전 통지 의무로 인하여 기업과 판매원 입장에

서는 경쟁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현실과 사회 경제적 변화, 앞으로 유통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7. 계속 거래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의무 부과 검토

  계속 거래에 있어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 거래를 체결한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 2.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 지급 보증 계약, 3. 제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 조합과의 공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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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안하였다. 

5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유통 방지 연구

협회는 직접판매 방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온라인 할인 유

통으로 인하여 유통질서 및 유통가격이 무너져 판매원과 기

업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할인판매 및 유통을 제한 또는 방지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0년 9월 23일과 11월 6일 등 두 

차례에 걸친 협회 회원사와 법률가, 교수 등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를 가졌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애터미,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한

국허벌라이프, 뉴스킨, 유니베라, 유니시티, 투에버, 매나테크, 토탈스위스, 청호, 한국화장품, 마임, 녹십초, 리뉴메디, 

아미코젠, 카야니, 노니, 피엠인터내셔널, 애릭스, 에이씨엔, 비즈월드, 젬마, 에이필드, 아프로존, 니오라, 주네스 등의 

기업에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병준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강영규 전문위원, 김주연 변호사 등

이 참여하여 업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할 경우, 벌칙금이 약 100에서 300만원 

사이로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온라인 유통이 반복되고 있다.

2.  기업에서는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3.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할인 유통이 많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적발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4.  판매원이 과다 구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자와 거래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는 사업자의 과다구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저작권법, 상표법 등으로 용기 혹은 포장의 위변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패소판

결을 받은 바 있다.

6.  온라인 유통업자는 단속을 피해 온라인 오프마켓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7.  제품 정보에 상표를 덧입힐 경우 이를 훼손하면 상표 침해로 인해 판매 중지, 제품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해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8.  아직까지는 중개판매자, 즉 플랫폼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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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제재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불가 항목이므로 기업의 개별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10.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직접판매사업의 특수성상, 구속조

건부거래의 부당성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다.

11.  온라인 유통을 통해 직접판매기업의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소

비자를 대상으로 직접판매제품의 온라인 유통의 문제점, 제품 구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할 필요성

도 있다.

12. 직접판매기업의 온라인 판매 규제 권한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과 QR코드 세미나

협회는 2020년 11월 17(화) 국회의원회

관에서 전희철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

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

성평가사업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

법센터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

통과 QR코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QR

코드를 매개로 한 정보 제공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어

떠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나아가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유통업계가 참여하여 QR코드를 통한 사업자의 정보 제

공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세션은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인 최영홍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릉원주대의 정신동 교

수가 ‘소비자에 대한 제품표시 및 정보제공과 QR코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한국소비자원의 김도년 박사가 

‘물품과 서비스에서의 QR코드 사용과 소비자권익’과 관련하여 발제를 하였다. 이어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인 이병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 토론에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김원용 규제경제분석TF팀장, 롯데홈쇼핑 라대일 실장, 한양여대 

박성용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등이 

참여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R코드를 활용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내지 정보 제공 의무 이행 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된 법률안으로 2013년 12월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당시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품의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

한 · 사용기한, 중량 · 용량 · 개수, 의약품의 종류(전문/일반/상비)성상(性狀), 효능 · 효과, 저장방법,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첨부문서에 용법 · 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면서, 

‘쉽게 보고 · 읽고 ·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 의약품 등의 성분, 용법 · 용량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표시방법으로 QR코드를 활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 중소기업청,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약품 성분, 용법 · 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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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QR코드 표시 의무화는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점,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서도 이

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생산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QR코드 표시를 업계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행법은 평균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보의 내용을 정하여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표시와 정보 제공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소비

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 많다 보니 아예 읽는 것을 포기해 버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정보표시와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포장에 이루어지는 표시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있고 서면으로 제공되는 정보도 

쭉 나열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한 제품정보 표시와 정보 제공이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모든 정보를 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요약정보 표시와 제공 후 QR코드를 통한 맞춤형 정보 및 포괄적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할 만하다. 요약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제품 포장에 있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하여 칼로리, 알레르기성 물질, 생산지 등 소비자가 먼저 알고 싶은 내용

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먼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완구제품의 경우 

아직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제품의 사용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지향적이고 정보 제공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식

이 될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관리를 위해서 개발된 QR코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온

라인 결제, 항공권 등의 승차권, 입장권(경마권 포함)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금제로” 사회

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QR코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현금제로”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소비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정보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QR코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QR코드가 물품 등의 정보 제공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의 ①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Approachable). QR코드의 기술적 편의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정보권을 실

현하는 수단으로 적정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접근한 정보를 ②간결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Informative), ③이해하기 쉬운 가운데(Comprehensive), ④직관적이어야 한다(Straightforward). 마지막으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Credible).

현재까지의 표시광고법제는 정보의 내용과 관

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당성 여

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및 소비자 오인성 그리고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중에서 소비자 오

인성을 둘러싼 판단기준은 전체적 인상론에 머

무르고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표시의무는 기본적으

로 물품 등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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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 경제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내 총생산은 -1.1%,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민간소비는 2019년 1.7% 성장, 2020년 -4.3% 하락하였으나 설비투자는 2019년 -7.5%, 2020년 6% 성장세를 

보였다. 경상수지의 경우 원화 강세로 인해 2019년 600억 달러, 2020년 624억 달러, 2021년 579억 달러 규모의 흑자

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2019년 0.4% 상승, 2020년 0.5% 상승, 2021년 0.7%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과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전년비 6.6% 성장한 4조 9,805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기

능성 원료로는 홍삼 28.8%, 프로바이오틱스 17.8%, 종합비타민 8.6%, 단일비타민 5.1% 등으로 구매액 비중을 나타냈

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건강 증진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2021년에도 이에 대한 소비

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업계의 연구 역량 강화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2020 -4.4 -4.3 -8.3 -5.3 1.9 -10.3 -5.8 -1.9

2021 5.2 3.1 5.2 2.3 8.2 8.8 2.8 2.9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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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를 통한 이익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물품 등의 정보가 다양해지고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물품 등에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시에 소비자의 물품을 둘러싼 정보 공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에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접근가능성과 정보 구성의 명료성을 높

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직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QR코드 도입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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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 위기 극복 지수 추이

발표: 2021. 1. 15

기준: 2020. 1월 100p(코로나19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수 100.0 53.7 52.4 14.6 0.0 51.2 52.4 41.5 70.7 69.5 79.3 

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국내 화장품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일상화, 회의 감소 및 재택 근무의 증가 등으로 색조 화

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화장품 유통 채널별 경쟁력이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해

외 관광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화장품 유통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테고리별 수요 자체가 감

소하여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1년부터 내수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라는 목표 아래 향후 5개

년간 국내대순환 성장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한 화장품위생감독관리조례 및 실시

세칙을 폐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화장품 기본법으로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 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 절차를 간소

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이

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통화정책 운영 여건 변화, 

고용 안정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

갈 것이며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

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성 조절 수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 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며 빠르

게 변화하는 지급 결제 환경 하에서 한국은행의 지급 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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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수는 2020.1월 기준 100p이며 총지수는 5월, 소비는 4월, 수출은 5월, 고용은 4월, 제조업은 5월, 서비스업

은 3월 기준 최저치를 보였다. 부문별 코로나 위기 극복 지수는 부문별로 최저치에서 현재 얼마나 회복했는지 가늠하

는데 도움을 준다.

향후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①코로나19 확산 수준이 경제

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방역을 경제에 우선시하고, ②현재의 위기 극복 추세가 이

어지도록 1분기 재유행에 따른 2차 경제 충격을 대비하여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높이며, ③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시장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제 교역 질서의 출현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④경제 내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공 일자리 확충 및 민간 일자리 감소 방지 노력을 병행하며, ⑤위기 직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

◼ 부문별 코로나 위기 극복 지수

기준: 2020.11~12

총지수 소비 수출 고용 제조업 서비스업수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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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6월 1일 태평양으로부터 화장품•생활용품•건강부문 등의 주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 “Asian Beauty Creator” 라는 비전으로 30억 아시아인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리딩기업으로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설화수, 헤라, 아이

오페, 라네즈 등이 있습니다.

www.apgroup.com

회사 설립일 : 2006. 6. 1

(주)아모레퍼시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TEL : 02-709-5114

서경배 대표이사

1987년 외국 투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한국암웨이는 1988년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991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

작했습니다.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록을 시작으로 한국암웨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 성장해 왔으며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전한 사업을 통해 ABO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amway.co.kr

회사 설립일 : 1988. 6. 1

한국암웨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삼성동, 아셈타워)

TEL : 1588-0080

배수정 대표이사

1989년 5월 2일 설립된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생산하는 생활환경기업으

로 대한민국 환경가전시장의 대중화, 전문화, 고급화 트랜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www.coway.co.kr

회사 설립일 : 1989. 5. 2

코웨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 중앙일보빌딩 11층~17층

TEL : 1588-5200

이해선 대표이사

뉴스킨코리아는 첨단 과학과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스킨 케어 브랜드 뉴스킨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직접판매회사입니다.

www.nuskinkorea.co.kr

회사 설립일 : 1996. 2

뉴스킨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6길 6(삼성동)

TEL : 1588-1440

조지훈 대표이사

애터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헤모힘과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절대품

질의 제품을 절대가격에 공급하는 대중명품 전략으로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글로

벌 영토 확장으로 글로벌 유통의 Hub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www.atomy.kr

회사 설립일 : 2009. 6. 6

애터미(주)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21(웅진동)

TEL : 1544-8580

박한길 대표이사

회원사 명단Membershi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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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0대 우량기업’에 2개의 계열사가 동시에 4위와 24위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일류 우량기업으로 성장

한 교원. 이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생활문화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기존의 교육문화 사업은 물론 건강과 레

저, 호텔에 이르는 생활문화 사업으로의 영역확장을 통해 초일류 교육생활문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

습니다.

www.kyowon.co.kr

회사 설립일 : 1988. 6. 14

(주)교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교원내외빌딩

TEL : 1577-6688

장평순 대표이사

한국허벌라이프는 1996년에 설립, 식사대용/체중조절용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 헤어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

습니다. 현재 수만 명의 디스트리뷰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형 웰니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www.herballife.co.kr

회사 설립일 : 1996. 7. 18

한국허벌라이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논현동86-8, 아이캐슬빌딩)

TEL : 1588-7577

정승욱 대표이사

웅진씽크빅은 <어린이마을>, <웅진아이큐> 등 획기적인 출판물로 우리나라 출판계에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왔습니

다. 현재는 <씽크빅>, <깨치기> 등의 학습지 서비스 사업, <호롱불 옛이야기>, <토토리 세계명작> 등의 전집 판매 사

업, 단행본 출판 사업,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교육문화 기업입니다.

www.wjthinkbig.com

회사 설립일 : 1983. 4. 1

(주)웅진씽크빅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TEL : 1577-1500

이재진 대표이사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남양알로에는 모범적인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인 많은 사회활동들을 펼쳐왔으며, 자연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알로에’를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기업, 즉 자연과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알로에 전문기업입니다.

www.kr.univera.com

회사 설립일 : 1976. 4. 5

(주)유니베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8 에코넷센터(성수동2가 302-4번지)

TEL : 02-463-3100

박영주 대표이사

KTF와의 전략적 제휴로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 선진국형 이동전화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선불요금제를 도입하여 통신유통 시장의 새 장을 열고 종합 유통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www.nrcom.com

회사 설립일 : 1999. 12. 8

(주)앤알커뮤니케이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3층(이의동)

TEL : 016-1530

성호종 대표이사

1947년 LG그룹의 모태인 럭키화학공업사로 설립되었으며, 치약, 비누,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분야와 기초, 색조 등 

화장품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www.lghnh.com

회사 설립일 : 2001. 4. 1

(주)엘지생활건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LG생활건강

TEL : 080-023-7007

차석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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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주의(利他主義)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앨트웰 그룹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앨트웰은 1989년 통신판매, 방문판매를 

전문으로 설립되어 1995년 서울시 등록 8호로 직접판매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 정직한 가격, 

차별화된 고기능을 추구하는 ‘3 Best for 1’ 정신을 바탕으로 체형보정파운데이션 ‘누벨마리’, 건강한 물을 추구하는 ‘앨

트파이 정수기’, 고기능성 화장품 ‘루에시스’ 를 비롯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종합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www.altwell.co.kr

회사 설립일 : 1989. 5. 31

앨트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역삼동) 앨트웰빌딩

TEL : 1588-2161

김형수 대표이사

휘슬러는 QUALITAT & IDEEN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품격있는 주방문화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모든 제

품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목표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휘슬

러가 추구하는 품질과 아이디어의 기본입니다.

www.fissler.co.kr

회사 설립일 : 1998. 5. 7

휘슬러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8층(논현동, 논현빌딩)

TEL : 02-3453-4100

이경우 대표이사

풀무원건강생활(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80년대에 바른 먹거리를 기초로 한 ‘바른식생활 시스

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바른 식생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풀무원의 과학적인 건강

기능식품은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www.pulmuone.co.kr

회사 설립일 : 1987. 9. 16

풀무원건강생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빌딩)

TEL : 080-022-0085

황진선 대표이사

1988년 11월 15일 코리아나화장품을 설립하였으며 1990년 9월 직판시스템을 도입, 1993년 화장품업계 10대 메이

커 300~500억의 3배인 1,340억 원의 매출실적으로 업계 3위로 급부상하며 화장품업계에서 신화를 이룩하였습

니다.

www.coreana.com

회사 설립일 : 1988. 11. 15

(주)코리아나화장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2길 6

TEL : 031-722-7000

유학수 대표이사

첨단 과학과 천연 식품 기반의 성분을 결합하여 최적의 표준화된 영양소를 제공하는 ‘리얼푸드테크놀로지SM솔루

션’을 바탕으로, 혁신적이며 뛰어난 제품력을 지닌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웰니스 

기업입니다. 특히, 1996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45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글리코영양소, 앰브로토스 복

합물은 매나테크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mannatech.co.kr

회사 설립일 : 2004. 2. 25

(유)매나테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강남358타워 9층

TEL : 1600-0087

노재홍 대표이사

회
원
사 

명
단

유니시티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여 건강(Health)을, 탁월한 사업기회와 보상플랜을 통하여 재정적, 시간적 자유

(Freedom)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공익재단(Make Life Better Foundation)을 통하여 희망

(Hope)을, 이러한 이념들을 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는 진정한 Make Life Better Company입니다.

www.koreaunicity.com

회사 설립일 : 2003. 9. 1

유니시티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3층

TEL : 02-3450-1800

록키스마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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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빙은 1996년 6월 창립한 국내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 성장과 미래를 

위한 단계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국제 공인의 경

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제조합 출자사로서 소비자 피해 직접보상을 통해 고객 보

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all.hiliving.co.kr

회사 설립일 : 1996. 6. 28

(주)하이리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14층

TEL : 1577-2770

김종관 대표이사

“일반인에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업이념 아래 일상생활을 통해 창조될 수 있는 다

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직접판매기업으로서의 새로

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www.toever.co.kr

회사 설립일 : 2000. 3. 1

(주)투에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3

TEL : 1688-1313

김종규 대표이사

주식회사 트리오는 조리법개선을 통하여 국민100세 건강의 실현을 위하여 1980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22개의 

지점과 전문점 그리고 중국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국내 최초로 압력솥을 보급하였으며 현미잡곡식먹

기운동, 생즙먹기운동, 무공해식기보급운동, 불꽃 없는 주방실현 등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 100세 건강”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trio21c.co.kr

회사 설립일 : 1989. 4. 1

(주)트리오   

경기도 과천시 돌무개길 23-3(주암동, 수성빌딩)

TEL : 02-504-1301

성경윤 대표이사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2005년 전도 유망한 소매판매방식의 회사로 설립되었고, 

2011년 글로벌 직접판매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2012년 한국지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해의 비밀을 

담은 시크릿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가며 세계 40개국 소비자가 인정하는 

막강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크릿은 바디케어,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50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seacretdirect.kr

회사 설립일 : 2012. 7. 1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삼성동, JBK 타워)

TEL : 02-2222-2900

아이작 밴샤바트 대표이사

토탈스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를 모토로 건강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은 독일

의 생화학연구소에서 올바른 건강이론을 토대로 연구, 개발하고 스위스의 엄격하고 철저한 생산공정과 검수를 거

쳐 생산되는 맞춤솔루션(fit solution) 시리즈입니다. 2010년 1월 대만에서 시작하여 지난 2016년 10월, 한국법인을 

설립,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토탈스위스코리아는 사람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더욱 건강

하고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www.totalswiss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6. 9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1길 10(역삼동)

TEL : 02-2051-8833

노석인 지사장 / 왕웬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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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설립되어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이 입증된 ROYAL QUEEN COOK WARE SET를 

비롯한 주거생활의 필수적인 명품만을 판매하며 의식주 문화생활의 향상과 혁신을 주도, 특히 가정용 환경관리시

스템의 보급을 통하여 삶의 질적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사후관리 정책을 실시하여 고객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실한 유통회사입니다.

 www.cyvac.com

회사 설립일 : 1990. 11. 1

(주)로얄퀸클럽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15(양재동6-15, 로얄퀸클러하우스)

TEL : 02-571-1201

송영소 대표이사

타파웨어 브랜드는 플라스틱을 최초로 생활용기로 만든 회사로,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국에 진출해 세계 인구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안전한 원료 사용, 혁신적인 제품, 

철저한 품질 관리 등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

업-가정용품 브랜드’ 에 8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www.tupperware.co.kr

회사 설립일 : 1997. 12. 28

(주)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3층

TEL : 02-3270-1700

김종성 대표이사

한국화장품은 1962년 창업 이래, 50년간 인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사회적 명성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회사입니다.

www.ihkcos.com

회사 설립일 : 1962. 3. 21

한국화장품(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88번지, 관정빌딩)

TEL : 080-023-2221

이용준 대표이사

당사는 국내 최초로 반신욕문화를 도입하여 국내 목욕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선도기업입니다. 반신욕을 즐기는 

최상의 방법인 온수정화기를 비롯하여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www.onejon.co.kr

회사 설립일 : 1995. 3. 29

(주)원전커머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B동 1310호

TEL : 02-539-5390

이영복 대표이사

4라이프리서치코리아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4라

이프리서치의 한국지사로서 2003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 20여 가지가 넘는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특화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4life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01. 11. 23

(유)4라이프리서치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잠실동, 제이타워 14층)

TEL : 02-6022-4200

이태훈 대표이사

청호나이스는 세계 최고의 환경 · 건강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이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A/S를 제공하는 생산 및 A/S전문 기업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환경 건강제품 개발과 차별화된 첨

단 시스템 기업으로 고객만족의 차원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www.chungho.co.kr

회사 설립일 : 2001. 8. 7

청호나이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나이스빌딩

TEL : 1588-2290

오정원 대표이사

회
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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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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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댄 히긴슨에 의해 창립된 시너지월드와이드는 2000년 네이쳐스선샤인과 회사 합병 후 2004년 한국에 진

출하였습니다. 시너지는 사람들의 건강, 재정적 여유, 지혜와 서비스가 조화된 삶을 위한 약속이며, 우리의 궁극적

인 목표는 더불어 성공하는 것입니다.

www.synergyworldwide.com

회사 설립일 : 1997. 5. 8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이스트센트럴타워 2층

TEL : 02-564-7600

김혜련 지사장 / 대니얼노먼 대표이사

창업자들의 훌륭한 경영철학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경영진을 믿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님들의 노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타히티안노니인터내셔널은 주력 제품인 노니 건강식품 이외의 천연 약용식

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라인의 출시로 2012년 4월 “모린다 바이오액티브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2년 12

월 한국 지사인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도 한국모린다(유)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www.noninewage.com

회사 설립일 : 2002. 7. 18

한국모린다(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삼성빌딩 5층

TEL : 080-800-0070

브렌트 데이비드윌리스 대표이사

자연을 테마로 한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공급하여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gpia.co.kr

회사 설립일 : 1992. 12. 22

(주)그린피아코스메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58(잠실동 294-19, 연두빌딩)

TEL : 02-546-0651

김기원 대표이사

당사는 지난 24년 동안 “최고의 제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고급 기능성 화장품 및 미용기기의 

개발, 그리고 방문판매만을 고집해 온 美의 메신저로서 진실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아름다움

을 창출하며,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이념을 지켜온 회사입니다.

www.ihwajin.co.kr

회사 설립일 : 2002. 4. 1

(주)화진화장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6 9층

TEL : 1800-8563

강정희 대표이사

유사나헬스사이언스는 미생물학 및 면역학의 권위자 마이런 웬츠 박사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1992년에 

설립한 뉴트리션 전문기업으로서 한국에는 2003년 진출하였습니다. 유사나의 항산화 제품과 공정한 보상플랜은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usana.com

회사 설립일 : 2003. 2. 20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층(역삼동, 서울인터내셔널타워)

TEL : 02-2192-7300

짐브라운 대표이사

미국 달라스에 소재하는 국제 FLP사는 1978년 렉스 몽 회장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FLP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알로에 생산 및 판매회사이며, 현재 세계 105개국에 지사가 있고 600만 명의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습니다. 국제 

알로에 과학 위원회 품질인증을 최초로 받았으며, 순수성을 보증하는 이슬라믹 인증마크 코셔레이팅(K)를 획득했

습니다.

www.foreverkorea.co.kr

회사 설립일 : 1988. 11. 14

포에버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디타워 901호

TEL : 02-587-3250

에이단 조지 오헤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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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은 KT&G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KGC인삼공사의 세계 최고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

로 하는 종합 건강 생활기업입니다.

www.kgclifengin.com

회사 설립일 : 2003. 9. 18

(주)KGC라이프앤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빌딩 12층

TEL : 2166-7770

이재삼 대표이사

다판다는 인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제품들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는 세모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스무스 등이 있고, 유기농 녹차제품 유

기 아해티앤그린티, 그린앤그린, 국제발명품경진대회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개인용 대장세척장치 내클리어, 언더

클리어 등 건강기기 제품들과 주방조리기구, 생활용품 등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dapanda.co.kr

회사 설립일 : 2000. 11. 1

(주)다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10, 1층, 2층(역삼동, 영창빌딩)

TEL : 02-3458-8114

채태식, 한택상 대표이사

중국에서 한중 합작으로 설립된 신생활유한공사의 한국 지사로 우수한 기술의 한국 상품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

에서의 기업 활동을 보좌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일 : 2004. 12. 5

(주)신생활화장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75-44 2층

TEL : 02-352-3093

안봉락 대표이사

1993년 4명의 공동 창립자에 의해 창립된 AC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통신회사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21개국에 진출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씨앤코리아는 

유·무선 전화, 인터넷, 위성TV, 홈시큐리티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및 건강식품을 주요 아이템으로 국제 사업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acnkr.co.kr

회사 설립일 : 2010. 2. 17

에이씨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7층

TEL : 1688-9800

김현수 지사장 / 데이비드 리차드 메리맨 대표이사

리브퓨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2008년도 1월 한국지사가 설립된 회사로 건강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www.livepure.co.kr

회사 설립일 : 2008. 1. 9

(주)리브퓨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3층(삼성동, 대화빌딩)

TEL : 02-2055-2191

유모세 대표이사

대교는 업계 최초로 ‘학습지’라는 교육 서비스 개념을 탄생시키며 개인별, 능력별 1 : 1 방문학습 시스템을 개발한 대

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입니다. 대교는 대표 브랜드 ‘눈높이’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개별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춰 

가르치는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daekyo.com

회사 설립일 : 1976. 7. 9

(주)대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TEL : 080-222-0909

박수완 대표이사

회
원
사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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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알로에는 백재 김정문 회장이 1975년 국내에 처음으로 알로에를 보급하면서 시작되어 자연건강과 자연미

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진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 가치로 삼으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건강기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ww.cureofficial.com

회사 설립일 : 1975. 3. 26

(주)김정문알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5(서초동 1580-10)

TEL : 080-022-9191

최연매 대표이사

사람, 자연, 문화를 소중한 기업 가치로 삼고 있는 마임화장품, 마임건강식품은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자연의 빛과 컬러, 건강한 생명력을 담은 화장품과 건

강식품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전하고, 아픈 어린이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 돕기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후원 프로

그램을 전개하는 등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www.maiim.com

회사 설립일 : 1994. 11. 14

(주)마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83

TEL : 02-2186-6300

홍혜실 대표이사

주식회사 프리즘인터내셔널은 여성의 몸매를 젊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 세계 

트랜드에 맞는 피부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체형보정을 위한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www.prism-int.co.kr

회사 설립일 : 2008. 11. 20

(주)프리즘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길 10(등촌동, 에띠임본관)

TEL : 1661-5884

박명복, 오희택 대표이사

(주)미애부는 2003년 설립된 친환경, 무합성발효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최고의 무합성발효과학을 지향

하며,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miev.co.kr

회사 설립일 : 2003. 10. 6

(주)미애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76 601호

TEL : 1577-1401

강동표 대표이사

비더블유엘코리아는 싱가포르에 본사(1990년 설립)를 두고 있으며 100% 외자도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10개국

에 지사가 있고 모회사인 베스트월드국제그룹(BWI)은 2004년 7월 8일 싱가포르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kr.bwlgroup.com

회사 설립일 : 2010. 6. 17

(주)비더블유엘코리아

서울특별시 소초구 강남대로 373 홍우빌딩 13층(서초동)

TEL : 02-3675-9190

조선영 지사장 / 후앙 반 친 대표이사

“Life. Rebuilt”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삶을 한 차원 높여 재설계하는 기회의 기업, 엔잭타 인터내셔널은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 스페인, 한국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 엔잭타를 오픈하였으며 2013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

다. “언제나 당신의 가족을 생각합니다.”라는 경영철학으로 IBO 중심의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wwwkr.enzacta.com

회사 설립일 : 2006. 5. 26

(주)엔잭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9층(역삼동, 동경빌딩)

TEL : 02-565-4011

고도영 지사장 / 러셀 에드워드 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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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설립된 카야니는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

계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건강과 함께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

로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www.asia.kyani.net

회사 설립일 : 2005. 12

카야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동143-37, 현대타워5층)

TEL : 2187-2900

칼 보이스테일러 대표이사

(주)녹십초는 1979년 불모지에서 태어난 이후 고객, 임직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으

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건강문화를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

다. 건강전문기업으로 명성을 쌓은 녹십초알로에의 20년간의 통합의학연구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물

리 응용생명과학을 목표로 치료중심 한방병원인 녹십초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www.noksibcho.com

회사 설립일 : 1979. 7. 24

(주)녹십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38 9층

TEL : 02-896-6811

박광수 대표이사

국내 최초의 보행 교정구 ‘오쏘릭스’를 개발하여 생산함을 시작으로, 효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생산 전

문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지에스

엘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비재 등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다방면에서 소

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www.g-sl.co.kr

회사 설립일 : 2012. 6

(주)지에스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905호(가산동, SJ테크노빌딩 905호)

TEL : 02-3430-2800

주기영 대표이사

루안코리아(주)는 특화된 제품과 차별화된 대고객 서비스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합리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으로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ruan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12. 4. 15

루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2 신한빌딩 4층

TEL : 1661-8235

최영권 대표이사

주네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모습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네스는 젊음을 생각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제품 라인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네스는 '젊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www.jeunesseglobal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1. 3.

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심안빌딩 8층, 15층

TEL : 1599-7749

권순 지사장 / 웬디 루스 루이스 대표이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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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0직판Annual Report-내지 6.indd   69 21. 2. 9.   오전 11:49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70

오랜 방문판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웅진의 노하우와 전통을 바탕으로 2016년 설립된 ‘가치 생활 파트너’ 웅진릴

리에뜨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뷰티&헬스 전문기업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네트워크, 직접판매, 바이럴 마케팅, 광고&프로모션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소셜 네

트워크 직접판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합니다.

www.theliliette.com

회사 설립일 : 2016. 1

(주)웅진릴리에뜨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48-3 연세봉래빌딩 10층

TEL : 1566-3330

신승철 대표이사

셀트리온스킨큐어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그룹 셀트리온이 설립한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바이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체를 연구해 우리 피부에 실제 작용하는 리얼 효능의 화장품을 개발,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셀큐어, 디어서, 한스킨, 포피네의 총 네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celltrionbeauty.com

회사 설립일 : 2000. 6. 15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스킨큐어빌딩

TEL : 1588-8829

성종훈 대표이사

비즈월드코리아는 2014년 8월에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최고(Best)를 넘어 유일함(Only)을 목표로 전문성과 진정성

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1인 기업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 가치창조 및 성공모델을 제시합니다. 또

한, 좋은 제품, 좋은 시스템으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월드코리아는 2019년 12월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

운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www.bzzworld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4. 8. 3

비즈월드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9층 서관 (한신인터밸리24빌딩)

TEL : 02-1670-3362

이현규 대표이사

미국 유타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릭스코리아㈜는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품 군

으로는 잎새버섯, 사과, 포도, 크랜베리, 베르가못, 표고버섯, 후추열매추출물로 만든 과채음료 ‘모아(MOA)’와 포도

씨, 아세로라 열매, 쌀겨, 레몬 추출물 등으로 만든 ‘비날리(Vinali)’ 건식 2종과 특허 받은 필터기술을 이용한 퓨리티 

정수필터, 공기정청기 등 총 6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kr.ariix.com

회사 설립일 : 2014. 11. 21

애릭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6길 7 삼성빌딩 5층

TEL : 1800-8563

함현철 지사장 / 제프리예이츠 대표이사

아프로존은 2012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기업입니다.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추출물을 이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

능성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2014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15년 태국 지사 설

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를 주도하는 세계 중심의 아프로존"이

라는 회사의 슬로건 아래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aphrozone.com

회사 설립일 : 2012. 3. 5

(주)아프로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7

TEL : 1899-1841

차상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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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필드(apyld)는 행복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2015년 10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이래 견고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마케팅

플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생활용품인 라이프케어 R1 시리즈, 뷰티케어 R2 시리즈, 건강기능식

품인 R3 시리즈와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apyld.com

회사 설립일 : 2015. 10

(주)에이필드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23층 

TEL : 1833-5002

이종현 대표이사

젬마코리아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삶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새

로운 친환경과 건강문화 정착,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 나눔의 삶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www.gemma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09. 6. 1

(주)젬마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4 2층

TEL : 02-1899-4765

이우종 대표이사

회
원
사 

명
단

1997년 설립된 포데이즈(FORDAYS)의 회사명은 「더 나은, 더 밝은 다가올 날들을 위해」라는 기업 이념에 기인하며,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포데이즈의 비즈니스 활동은 삶

의 초석인 건강을 추구하며, 핵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데이즈의 목표입니다.

  www.fordays.kr

회사 설립일 : 2018. 2. 1

포데이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 (역삼동, 타워432) 11층

TEL : 02-6954-0651

와다케이코 대표이사

건강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설립된 프리마인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이제껏 세상에 없던 놀라운 

제품으로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고자 합니다. 건강식품을 넘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류

의 건강의 중심 No.1 기업 100세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

하고자 합니다.

  www.primine.co.kr

회사 설립일 : 2017. 9. 15

프리마인(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 명동프라자 504호

TEL : 1644-9846

이영환 대표이사

피엠인터내셔널은 건강, 아름다움, 웰니스 분야에서 유럽 내 가장 큰 직접판매 회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제품을 제공합니다. 피엠인터내셔널은 1993년도에 롤프 소르그 회장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 건강기능식품(FitLine 제품군)과 뷰티 제품(Beautyline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습니

다. 유럽 내외를 포함하여 40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피엠인터내셔널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튼튼한 재무 기반을 둔 가족경영회사입니다. 독일의 평균적인 중소기업

의 주주 지분 비율의 두 배 가량 되는 주주 지분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연속 11년 동안 우리는 독일의 100대 중소

기업에 들었습니다. 피엠인터내셔널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억 3,300만 달러(USD,2018년 기준)이며, 본사는 룩셈부

르크에 있습니다.

www.pmi-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8. 4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2층(태흥빌딩)

TEL : 02-838-268

오상준 지사장 /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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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072

한국아동출판협회는 1978년 2월에 창립한 출판사의 모임이면서 현재는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 사단법인 단체

입니다. 아동도서 출판사인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존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출판사의 향상적 진전

은 물론 국내 아동도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kcbpa.kr

협회 설립일 : 1978. 2. 21 

(사)한국아동출판협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61-43

TEL : 031-768-5095

이병수 회장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고자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입니

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산업의 자율정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에 매진하며 불법업체에 

대한 시장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www.macco.or.kr

조합 설립일 : 2002. 12

직접판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층

TEL : 02-566-1202

오정희 이사장

아미코젠퍼시픽은 유전자 검사 및 솔루션 사업을 통하여 사랑 공동체 실현, 혁신적 가치 창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공동체입니다. 아미코젠퍼시픽은 본사인 아미코젠을 비롯한 계열사, 형제사들의 강력

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제품과 서비스의 기반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

과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www.ap-ebiz.com

회사 설립일 : 2011. 10

(주)아미코젠퍼시픽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22 (문정동 29-17) 이레빌딩

TEL : 02-1599-3287

신용철 대표이사

리뉴메디는 제품, 기회,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기업입니다. 리

뉴메디의 제품은 까다로운 자체 검증과정과 높은 수준의 원료 선별, 유럽 유기농 인증인 COSMOS 인증을 받은 원

료를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운 삶을 재창조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www.renumedi.com

회사 설립일 : 2016. 12. 13

리뉴메디(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86(역삼동) 신영빌딩 11층

TEL : 070-4020-4114

추진룡 대표이사

텍사스 애디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니오라는 차별화된 성분이 포함된 링클-임프루빙(Wrinkle-Improving) 스킨케

어 & 웰니스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관계 마케팅 기업입니다. 첨단 기술과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

분들을 포함하는 니오라의 제품들은 눈에 보이는 입증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1년 8월 미국에

서 출범한 이래, 더 나은 삶을 창조한다는 사명아래 Neora는 전 세계 수백만명의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ww.neora.com

회사 설립일 : 2014. 9. 30

니오라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18층 

TEL : 1800-5577

스티븐 코비브라이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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