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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사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COVID19로 직접판매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였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대면으로 직접판매산업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습

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계가 많이 정화되어 부정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까지 꽃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의 양날개 

즉 온, 오프 라인 결합의 장점이 이제는 온라인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가격비교와 품질평가가 됩니다. 그 만큼 각 업체에서는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고객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변화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우리 직접판매산업이 크게 재도약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모든 회원사의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22년 1월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박한길 

인사말 Chairman’s message

협회에서는 올해 다음 5가지를 집중 추진하려 합니다.

1. 과도한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2. 국내외 학술포럼 활성화를 통한 직접판매 연구 증진

3. 해외시장진출 희망업체 가이드 및 서포트

4. 글로벌 매출 4위에 걸맞은 국제 기구활동

5. 업체간 교류 화합 증진



직접판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1  우리는 계약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 판매원으로서의 신의를 갖고 소비자에게 강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타회사의 상품, 판매 조직의 운영 방식, 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중상 비방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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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는 판매원의 활동이 개인이나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7  우리는 이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직접판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1  우리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2  우리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신뢰에 기초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저질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판매 행위를 삼가며 건전한 직접판매산업의 육성에 앞장선다.

4    우리는 타회사의 상품, 판매 조직의 운영 방식, 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중상  
비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피해 사례가 접수된 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우리는 직접판매로 인하여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인간관계와 부의 축적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다.

7    우리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여 공동체의 공동 번영에 앞장선다.

8  우리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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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연혁 History of KDSA

2021. 01.      2020년도 결산 회계감사 실시(협회, 1.20 ) 

특고 고용보험 추진일정 및 후속 논의(한국경영자총협회, 1.20)

02.      정기이사회(온라인, 2.17), 정기총회(서면결의, 2.24) 

서울시 · 협회 공동으로 업계 방역상황 합동 현장 점검 시행(2월, 5월, 8월, 합계 20 곳)

03.      공정위 방문(2020 결산 및 주요 변동사항 보고, 3.3) 

협회 사무실 이전(3.19) 

공정위 한국암웨이 방역상황 현장점검(3.24) 

WFDSA Association Services Committee Survey 자료제출 

WFDSA Global Direct Selling Statistical Survey for 2020 ~ 21 실태조사 자료제출

04.      공정위 방문, 방문판매법 연구결과 공유(한국소비자법학회, 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 4.13) 

서울시 코로나19 방역협조 및 업계 의견청취를 위한 화상회의(4.15) 

정부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따른 현장점검<유니베라(4.28), 허벌라이프(4.29), 뉴스킨(4.30)>

05.      정부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따른 현장점검<하이리빙(5.4), 시너지월드와이드(5.6), 피엠인터내서널(5.7)> 

서울시 · 협회 공동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자율방역 시행(자체점검 누적 14,556대 대리점, 5.11 ~ 10.24) 

공정위 특수거래과 간담회(서울, 5.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5.27)

06.      WFDSA 협회업무성과평가(DSA Performance Standards)에서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인증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법준수 현장점검(~ 6.30) 

근로복지공단 주관, (후원)방문판매원의 고용보험 시행전 업계실무자 간담회(서울역회의실, 6.18)

0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시행(2단계 적용) 

(후원)방문판매원의 고용보험 시행(7.1) 

공정위 업계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교원(7.12), 대교(7.16), 화진화장품(7.22), 마임(7.26)>

08.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공정위 홈페이지) 

서울시 우선 자율접종 정책 참여(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한솔, 코웨이)

09.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공정위 홈페이지) 

(후원)방문판매원의 고용보험 확대시행에 따른 실무자 교육 실시(온라인, 9.30)

10.     WFDSA 제16회 방콕 세계대회 참가(온라인, 10.6~7) 

남동일 신임 소비자정책국장 면담(공정위, 10.19)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착수회의(협회, 10.28 )

1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한국소비자법학회 주관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참가(서울섬유센터, 11.10) 

온라인 2차 유통방지를 위한 연구회의(협회, 11.12) 

대선캠프에 업계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3자 협의체 회의(직판조합, 11.25)

12.      한국유통법학회 주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법제도 정비방안 학술대회 참가(고려대, 12.21) 

공정위 업계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풀무원건강생활(12.23), 매나테크(12.28)>



2020. 01.      한중 학술 세미나(한국소비자법학회, 베이징대 

직소연구센터, 베이징, 중국)

04.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 추진(한국소비

자법학회)

10.      WFDSA virtual Board of Delegates Meeting 

(2023 세계대회 PT)

11.      직접판매기업 온라인 유통 방지 연구(2차) 

QR code 국회 세미나 

한중 온라인 학술세미나(한국소비자법학회,  

베이징대 직소연구센터, 공주, 한국)

12.      서울시 온라인 업계 간담회,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전재수 의원안, 김교흥 의원안)

2019. 02.      제11대 박한길 회장 선출(정기총회)

05.      WFDSA Secretary seminar 참가(밀란, 이탈리아)

06.      호주DSA 초청 연례회의에서 협회장 강연(시드니, 

호주)

09.      이사회 개최(애터미 본사, 충남 공주) 

WFDSA, 협회 성과 세미나 참여(뉴델리, 인도)

11.      서울시 찾아가는 제로페이 업무 협약(서울시장, 

제로페이추진단, 협회, 업계)

12.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가(엠배서더 

서울풀만, 공정거래위원회) 

협회 자문위원 위촉(엠배서더 서울풀만) 

송년의 밤 개최(GIC 파르나스)

2018. 04.    협회 30년사 발간

05.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WFDSA 협회 성과 세미나 한국 개최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08.      한국관광공사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실시

10.      WFDSA 창립 40주년 국제 심포지움 참가 

(베이징, 중국)

11.    수도권 고3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

12.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가 

인천MICE 산업 활성화 기여 감사패 수상

2017. 02.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03.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정책 심포지움  

WFDSA APP / APR 및 중동 아시아 직접판매 포럼 

참가(두바이, UAE)

04.      주요 정당에 정책질의 공문 발송 및 답변서 접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09.    이사회 개최

10.    WFDSA 제15회 세계대회 참가(파리, 프랑스)

12.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가(대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2016. 02.    제10대 이우동 회장 선출

03.      WFDSA APP/APR 및 호주협회 연례행사 참석 

(호주 골드 코스트)

0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 피해  

예방 교육 진행

11.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분야 실태 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수행

 2015. 05.      공정거래위원회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 방지 대책 

회의 참석 및 대응안 제출

10.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다단계 용어 오남용 공동대응 TFT 발의

2014. 02.    제9대 류제천 회장 선출

12.    중국 상무부 대표단 협회 방문 및 교류

2013. 02.    제8대 권영소 회장 선출

11.    필리핀 재난구호 동참

2012. 07.      개정 방문판매법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12.       WFDSA APP / APR 및 베트남 직판산업 연석회의 

참석

2011. 07.      서울 YMCA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 후원

11.      WFDSA regional conference 참석 (이스탄불, 

터키)



2010. 02.    제7대 홍준기 회장 선출

11.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초청 조찬 간담회

2009. 02.    협회 표어 선정 “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05.    불법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배포

12.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 발족

2008. 04.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05.    회원사 사회공헌자료집 발간

10.    WFDSA 제13회 세계대회 참가(싱가포르)

2007. 02.    제6대 박세준 회장 재선임

04.      불법피라미드 예방 소책자 제작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배포

09.    일본방문판매 연구 세미나

10.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교육(대학교 순회)

12.      녹색소비자연합 ‘대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2006. 02.      직접판매 윤리강령 선포식 및 ‘첨단유통사회의 미래’ 

세미나

03.    WFDSA 트루먼 헌트 회장 초청 강연

04.    협회 창립 18주년 기념 조찬 강연회

2005. 05.      Ernst & Young research, 직접판매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연구조사

10.      WFDSA 제12회 세계대회 참석(런던, 영국) /  

최우수 협회상 수상(Gold level)

12.      APEC / CEPI 세미나 ‘한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최

2004. 01.    제5대 박세준 회장 선출

04.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도입

08.      중국 상무부 대표단 직접판매 시장 개방 관련 협회 

방문

12.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기관 지정(공정거래위원회)

2003. 09.    WFDSA 덕 디보스 회장 초청 강연회

11.    직접판매 세계 전시회 개최

2002. 04.    협회 명칭 ‘(사)한국직접판매협회’로 변경 

2001. 02.    제4대 한성태 회장 재선임

05.    협회 명칭 ‘(사)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로 변경

2000. 06.      미국 상무성 초청 워싱턴 방문 및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 등 협회 방문

1998.02.    제3대 한성태 회장 선출

1996.12.    다단계분과위원회 설치

1995. 02.    제2대 윤석금 회장 재선임

1993. 09.    협회보 『방문판매』 창간호 발행

1992. 07.    제1대 윤석금 회장 선출

1992.11.    상공부 인가 (사)한국방문판매업협회

1990. 03.    WFDSA 가입

1988. 04.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설립(창립일 4월 10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2 천록빌딩 302호
홈페이지    www.kdsa.or.kr 
전       화    02)508-5114
팩       스    02)538-4144
설       립    1988년 4월 10일

협회 안내 Introduction of KDSA

   협회 설립 목적 및 배경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국민 소비생

활의 이익 및 편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업계의 

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대정부 건의 등 정부와 업계와의 교

량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1988년 4월 10일 설립하여 1990년 

3월 WFDSA(직접판매세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11

월 6일 상공부장관(199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의 허

가로 사단법인 설립

   주요 사업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조사, 연구 

  회원사 법 준수 교육 

    회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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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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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상품 정보 등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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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방

문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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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Korea Direct Selling Industry Association



  1.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방문 및 현안 회의 

  3.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따른 업체 방문 간담회

  4.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자율방역 및 현장 점검 협조 

  5.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간담회 

  6. WFDSA 업무수행평가 ‘Platinum’ 인증 

  7. WFDSA 제16회 방콕 온라인 세계대회 참가 

  8.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9.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공동 개최 

10.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 

11. 3자 협의체 실무회의

협회 업무 및 소식
 Association Affairs Ⅰ



10
10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1 

협회 업무 및 소식 Association Affairs

1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정기이사회

협회는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1시에 온라인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사인 애터미를 비롯하여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엘지생활건강,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매나테크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투에버, 유니베라, 풀무원건강생

활, 토탈스위스코리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총 20개 임원사 중 14개사가 참석하였다.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2020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보고하였다. 권영동 감사는 2020년 회계

감사 보고에서, 당 협회 정관과 해당 법률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었고 회계상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 

사업계획으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 지속 추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서울시와 함께하는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

제 연중 운영,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2021년 직접판매세계연맹 방콕 세계대회 참가 등을 언급하였고, 

사안별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규 입회사로 입회를 신청한 ㈜에스엘네트웍스의 입회를 승인하였고,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일반회원사인 피엠인터내셔널

코리아(유)의 이사사 승격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총회는 서면

결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2021년도 제29차 정기총회는 2월 24일 서면결의로 진행되었다. 정기이사회를 마친 다음 날 총회자료, 서면결의서, 총회기념품, 

연차보고서 등을 각 회원사에 발송하였으며 서면결의서는 24일까지 팩스나 등기우편을 통해 협회로 회신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① 2020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②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③ 이사사 승격 등이었다. 

특별회원을 제외한 67개 회원사 중 총 51개 회원사가 서면결의에 참여하여(76%) 2021년도 정기총회 의안을 의결하였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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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방문 및 현안 회의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를 방문하여 업계와 관련된 의제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였으며 양 공제조합과 함께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먼저 3월 초 방문에서는 2020년 결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였고, 

4월 방문에서는 그 동안 진행한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은 있으나 엄격

하게 유지되어 온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였다. 10월에는 신임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을 면담하면서 협회 업무를 소개하고 

코로나 방역 협조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가 협력해 왔던 내용을 공유하였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프로모션 통지 절차 간소화를 의제로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 이주현 사무관, 협회 양 공제조합 실무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약 2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내용 중에는 특히 일시적 프로모션의 경우 즉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6월 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프로모션 즉시 시행을 위한 대안 제안

(1) 핵심 제안 내용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미리 계획된 프로모션 일정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포함하거나 차년도 시행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사전 통지하여 
판매원들이 미리 프로모션의 시행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신고된 프로모션의 범위 내에서는 시행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기존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통지 실무

다단계판매업자가 매년 동일한 수준의 프로모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매년 다음 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할 프로모션 전반에 대한 사전계획을 전년도 10월 이전에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해 왔습니다.

(3) 대안 제안 내용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포함되거나 사전 통지될 프로모션 사전계획에는 시행할 (1)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유형(명칭, 대상, 지
급 조건) (2) 각 프로모션별 시행 기간과 횟수 (3) 프로모션 시행 고지 방법 (4) 개별 혹은 전체 프로모션에 소요될 재원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계획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시행일 직전에 판매원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단계판매회사가 위 프로모션 사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형이나, 기간과 횟수 등을 달리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
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일 3개월 전에 판매원들에 대한 통지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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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프로모션 사전계획의 구체적 예시

명칭 대상 지급조건 기간 횟수 고지 방법 규모

선물
프로모션

모든 판매원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선물증정

1개월 이내 6회 이내

시행일 2주 전 
내지 시행일 
전날까지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문자 등

연 매출액의 
0% 이내로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후원수당액은 
연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음.

보너스
프로모션 1

특정 직급자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보너스 
포인트 지급

2개월 이내
4회 이내
(분기별)

보너스
프로모션 2

신규 등록
판매원

기간중 일정요건을 
달성시 보너스 현금 
지급

3개월 이내
4회 이내
(분기별)

여행
프로모션

모든 판매원

기간중 요건을 
달성한 회원에게 
항공권과 여행경비 
증정(구체적 요건은 
시행 시점에서 
안내 예정)

3개월 이내 2회 이내

3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따른 업체 방문 간담회

협회는 정부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선포 및 주무부처의 현장방문 계획에 협조하고자 지난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기업 

방문에 동행하였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주무부처에 전달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방문 간담회에서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단위면적당 출입인원 제한의 완화와 영업시간 연장을 주무부처에 

전달하였고,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불법업체로 인한 합법업체의 이미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영업

의 어려움이 많은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민원을 언급하였다. 코로나 확산 및 방역의 일환으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소비자정책국장 등 평소 기업을 방문할 기회가 적은 이들이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기업을 

방문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접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방문 대상

에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날짜 방문 기업 방문자(공정거래위원회)

1 3.24(수) 한국암웨이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2 4.28(수) 유니베라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3 4.29(목) 한국허벌라이프 윤수현 상임위원,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4 4.30(금) 뉴스킨코리아 조성욱 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5 5.4(화) 하이리빙 정진욱 상임위원,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6 5.6(목)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7 5.7(금)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8 7.12(월) 교원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9 7.16(금) 대교 조성욱 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10 7.22(목) 화진화장품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11 7.26(월) 마임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12 12.23(목) 풀무원건강생활 김재신 부위원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13 12.28(화) 매나테크코리아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류용래 특수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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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한국암웨이 방문Ⅰ

 

Ⅰ유니베라 방문Ⅰ

Ⅰ뉴스킨코리아 방문Ⅰ

 

Ⅰ피엠인터네셔널 방문Ⅰ

Ⅰ교원 방문Ⅰ

 

Ⅰ대교 방문Ⅰ

Ⅰ풀무원 방문Ⅰ

 

Ⅰ매나테크코리아 방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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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자율방역 및 현장 점검 협조

 정부 방역대책 방향

협회와 양 공제조합은 지난 2월 18일에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에 따른 방역대책의 방향을 전달 받고 업계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정부 방역지침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에 초점

을 두고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 ① 사회경제적 손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성 제고, ② 형평성과 

근거에 기반한 정 방역 추진, ③ 자율과 참여 중심 방역 관리 강화, ④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하였다.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4월 12일에는 협회에서 서울시 업계 담당 실무자인 강정호, 이택선, 신

희연 주무관이 참여하여 코로나 자율방역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

으며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와 단속 활

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 4월 15일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회의가 서성만 노동민

생정책관(국장), 박주선 과장, 문주택 팀장, 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 김

태오 국장, 직접판매공제조합 조정화 전무, 한경희 센터장,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이윤경 이사, 이직현 팀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

역협조 및 업계 의견청취를 위한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업계는 정부 방

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단위 면적당 인원제한

의 완화, 업태에 따른 영업시간 연장, 시설중심 관리에서 행태중심의 방

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서울시와 업계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업계에 맞게 방역수칙을 세

우고, 자율점검을 위한 상호협력 의제를 핵심으로 정리해 나가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하자고 제안하였

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회원사의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면서, 화상회의 및 채팅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

환하고 방역수칙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런 소통 체계를 통해 세부 점검

사항과 자체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동시에 현장 의견을 청취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민관 합동 자율방역 점검 모범 사례

지난 5월 중순부터 협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자율방역을 

시행하였고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유니베라, 풀무원건강생활, 화진

화장품, 알즈너, 리만 등 서울시에 등록한 평균 560 여개 대리점에서 온라

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자율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다. 각 기업 담당자

는 매일 대리점의 자율방역 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

여 주 1회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기업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서울시 민생

대책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협회는 매주 참여하는 대리점 중에서 일부를 추천받아 감사의 표시로 모바

일쿠폰을 지급하였으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번 자율방역은 26주, 6개월간 시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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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1월 방역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위드 코로나)로 변경되면서 종료하게 되었다. 이번 후원방문판매

업 자율방역은 서울시 민관 합동 방역점검의 모범사례로 회자되었다.

한편 협회는 서울시 민생대책팀에서 다단계판매 교육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살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장 점검에 동행

하였다. 2월, 5월, 8월 중 20여 곳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업계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매우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지침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변화된 내용을 잘 인지하여 현장적용 수준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간담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정 고용보험법

2020.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시행되었고 지난 7.1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고용

보험 가입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도에 확대 시행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특고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게 되어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이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법에서 허용한 제외사유 외에는 인정하지 않

도록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제고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개정 고용보험법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사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특고 고용보험 관련 간담회 참석 

협회는 지난 1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특고 고용보험 추진일정 및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당시 고용보험 

확대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기준보수월액, 보험요율, 적용제외 보수액 등 중요한 쟁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특고와 관련된 업종의 여러 사업자 단체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의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기준보수월액의 

수준, 보험요율, 적용제외 보수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한편 협회는 고용보험 시행 2주전 6월 18일에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자 교육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간담회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계획부 이근열 부장, 고용보험 담당 김명희 차장, 산재보험 담당 이상민 차장 등 3명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유니베라, 녹십

초, 웅진씽크빅,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원전커머스, KGC라이프앤진, 한솔교육, 마임, 코리아나 등 11개사에서 30

여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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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교육 요청

협회는 고용보험이 확대 시행된 이후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실무자 교육을 재차 요청하고 9월 

30일 온라인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실무자 교육에는 마임, 한솔교육, 코웨이, 대교, 교원, 녹십초, 원전커머스, 한국화장

품, 아모레퍼시픽 등 9개사에서 25명이 참여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 특히 보수

월액의 사업소득 산정부분에서 회사가 지급한 수당 이외에 판매마진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하였다.

6 WFDSA 업무수행평가 ‘Platinum’ 인증

협회는 지난 6월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각국 협회 업무수행 표준평가(DSA Performance 

Standards)에서 최고 등급인 ‘Platinum’ level을 인증 받았다. 

WFDSA는 2005년 이래 연맹에 가입한 60여 개 국가의 협회를 대상으로 직접판매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여러 분야와 활동 여부, 자율규제활동, 국내외 직접

판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Bronze’, ‘Silver’, 

‘Gold’, ‘Platinum’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해 오고 있다.

당 협회는 그 동안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과 연계하여 직접판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인식개

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발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05년 각국 협회 평가에서 첫 해 ‘Gold’ 

level을 인증 받은 이후 지난 해까지 정기적 재평가를 통해 동일 수준의 인증을 받아 왔다.

이번에 획득한 업무수행 표준평가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은 협회가 직접판매업계 발전

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 업계의 성숙한 발전과 글로벌 직접판매산

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연맹뿐 아니라 각국 협회와 더욱 긴 히 협력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7 WFDSA 제16회 방콕 온라인 세계대회 참가

WFDSA 사상 최초로 온라인 방식의 제16회 방콕 세계 대회가 2021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다. ‘내일은 지금’이라는 주제로 

치뤄진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9개국 이상 대표단과 정부 관계자,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대표 등 각계 각층에서 1,2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 첫날에는 유례없이 온라인으로 전세계 판매원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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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차크리 시린드혼 태국 공주는 학자, 교육자, 세계적인 보건활동가이며 문화와 국경을 넘어 우정과 

친선을 증진하는 대사로서 세계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로저 바넷 WFDSA 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지금은 모두에게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때이며 앞으로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여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시각을 넓히

고 고객, 유통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구를 배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로저 바넷 회장은 WFDSA 운영그룹 위원들과 함께 주재한 CEO 패널토의에서, 직접판매

산업의 가치와 유산을 새롭게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를 논의하였으며, 

기조연설자인 마크 베니오프 세일포스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사회경제적 대변환기에 우리 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틀간 진행

된 패널 토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질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WFDSA는 다음 2023년 세계대회 개최지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

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연에서 참가자들은 ‘내일은 지금 – 제16회 

WFDSA 세계대회 찬가’의 가사를 함께 만들어가기도 하였으며 

폐회식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공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10월6일(1일차)_ 코로나 이후의 직접판매산업 전망 토의

세계대회 첫날에는 ‘직접판매산업의 재정의, 재창조,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CEO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로저 바넷(Roger Barnett) 

WFDSA회장 겸 미국 샤클리 회장이 토의 진행을 맡았으며 매그너스 브랜스트롬(Magnus Brannstrom) 스웨덴 오리플레임 대표이

사, 린드 판트(Millnd Pant) 암웨이 대표이사, 라이언 나피어스키(Ryan Napierski) 뉴스킨 대표이사, 도라 호안(Dora Hoan) 

싱가포르 비더블유엘 회장, 람 유(Lam Yu) 중국 인피니투스 글로벌 대표이사, 파올로 페레이라(Paulo Ferreira) 브라질 나투라 

라틴 아메리카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판매산업은 수동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특히 모바일 편의

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직접판매의 유산인 커뮤니티 형성과 유대관계의 강화는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인간다움을 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더라도 직접판매는 소비자 중심, 사업가 정신의 강화, 디지털 전환

의 수용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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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7일(2일차)_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둘째 날에는 직접판매산업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과제,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미래, 새로운 소비자 발굴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의

가 진행되었다. 직접판매산업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과제 토론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와 관련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플랫폼 기업인 우버, 리프트 등에 참여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

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공유하면서 직접판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사전 심의가 있었던 내용으로서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이며 현재 법으로 정의된 노무제공자와

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각국 정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에 있어 독립 사업자성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 우리 업계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이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시점임을 인식하고 정보기술통

신과 관련하여 각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사회적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

팅 현황과 효과 등에 관하여 포라이프리서치, 유사나 등의 모범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WFDSA시상식

다년간 플래티넘 수준을 유지한 협회상  에콰도르, 페루, 러시아, 태국과 우크라이나 등 5개 협회

윤리감독관상  디아나 소르크(변호사, 2005년부터 러시아 윤리감독관) 

글로벌 서비스상  팀 샘슨(허벌라이프 부사장, WFDSA 글로벌 리서치 공동의장)

연맹 서비스상  스캇 밸포어(암웨이 아시아지역 부사장), 필립 자클리네(전 윤리위원장)

평생 공로상  덕 디보스(암웨이 공동 회장, 전 연맹 회장)

Day 1: Wednesday, 6 October 2021
Time Event

8:00 – 8:10 Opening of WFDSA World Congress XVI, Virtual Edition
8:10 – 8:20 Welcome Speech by Suchada Theeravachirakul, Chairperson of WFDSA WCXVI Working Committee
8:20 – 8:30 Official Opening Address by Her Royal Highness Princess Maha Chakri Sirindhorn
8:30 – 8:40 Welcome Speech by Tamuna Gabilaia, Executive Director and Chief Operating Officer of WFDSA
8:40 – 8:50 Keynote Speech by Roger Barnett, Chairman of WFDSA
8:50 – 9:50 CEO Panel - Reimagine, Reinvent, Redefine the Direct Selling Industry
9:50 – 10:5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Post Covid World: New Rules for a New World
10:50 – 11:10 Virtual Networking Session / Virtual Exhibit
11:10 – 12:10 Consumer Trends Impacting the Direct Selling Industry
12:10 – 12:20 Closing of Day 1

Day 2: Thursday, 7 October 2021
Time Event

8:00 – 8:05 Opening of Day 2 by Roger Barnett, Chairman of WFDSA
8:05 – 9:05 Global Regulatory Trends and Challenges for the Direct Selling Industry
9:05 – 10:05 Digitalization and the Future of Direct Selling
10:05 – 10:25 Virtual Networking Session by Song Division / Virtual Exhibit
10:25 – 10:55 Keynote Session: Marc Benioff (Chair,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o-Founder of Salesforce)
10:55 – 11:55 Competing for People Looking for Income in Today’s World
11:55 – 12:00 Announcing Host Country of the 17th WFDSA World Congress
12:00 – 12:30 WFDSA Awards Presentation
12:30 – 12:35 Performance by Song Division
12:35 – 12:40 Official Closing by Kittawat Ritteerawee, President of Thai Direct Sel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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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협회는 지난 10월 28일(목) 오전11시 협회 회

의실에서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운

영 착수회의를 가지고 본격 시장감시에 나섰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협회 윤리감독관(법무법인 

세종 위원), 서울시 담당 주무관, 경기도 담당 

주무관, 경기도 공정특사경 팀장 및 수사관, 지

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

석하였으며 향후 월1회 회의를 통해 접수된 신

고사항에 대한 처리방향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방

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협회는 유통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 속에서 건

전한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직접판매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의 운영을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

고 불법업체의 활동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 및 제보를 기초로 하여 관련 내용을 대상, 지역, 규모, 

운영방식 등으로 유형화하고 월 또는 분기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므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장감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 우측 상단의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신고센터]에서 언제든 가능하며 직 ‧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단순제보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보자에 대하여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커피쿠폰, 파리바케트 

상품권, 신세계상품권 중 택1)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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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공동 개최

지난 11월 10일 협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서울섬유센터에서 방문판매법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학회와 업계, 언론 등에서 70여 명이 참여하며 학술대회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태오 국장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의미와 기간에 대한 검토 발제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의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법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 1.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통지기간 검토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3개월의 

통지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다단계판매원에 대

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고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엄격

하게 규제하는 것은 타유통의 영업기회에 경쟁

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직접판매업계의 영업촉

진 행위인 프로모션도 규제하는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다만, 후원

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

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

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라

는 단서 조항을 통해 즉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전원 동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즉시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시행된 경우가 매우 드물고 성립 여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향후 동의 수준과 과정을 보완하고 사전고지 의무기간을 통신기술의 발전, 판매원 보호와 경영활성화의 관점을 고려하여 단축,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모션의 경우 객관적 기준과 세부사항, 일정 등을 공개하고 다만 시행 시점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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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청약철회 기간 검토

지난 2002년 개정법에 다단계판매원의 3개월 청약철회권이 처음 등장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원의 철회기간은 다단계판매업자에

게 계약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장기간에 따른 예치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조업자 및 기업,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 현재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원과 소비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도입된 판매원 청약철회권은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 예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매원 청약철회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 청약철회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 

영국의 경우는 14일, 일본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자 청약철회권과 환매제도(buyback)를 병합한 형태

의 규율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청약철회권과 별도로 환매제도(buyback)는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에서 환매제도는 도입 초기 소비자이면

서 판매원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판매원이 이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상품을 구입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 금융

기관, 공제조합 등의 재정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 이 제도는 판매원의 사행적 기대 또는 시장의 위험을 

판매업자에게 전가하고 판매업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 위험이 이전되고 건전하게 거래하는 다른 판매원에게도 위험

을 끼치는 제도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약철회권의 도입 취지를 충족하면서도 기업과 판매원, 공제조합 등에 부담이 덜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재설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 3. 개별재화 가격제한 검토

개별재화 가격제한은 사행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고가상품의 판촉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재화 가격제한은 공동체의 사고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위지침을 제시하여 지침을 따름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지행위를 예방한다. 이에 개별재화 가격제한은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방 패러

다임은 행위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얻는 편익보다 더 높은 비용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수범자들의 행위준수를 

유인한다. 

그러나 제품의 특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통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문판

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소비자가 가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의 후견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결단을 통해 가격통제의 규제수단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을 피해를 입게 되는 개별 소비자의 보호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제 4.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지급 비율 검토

방판법 제정법에서는 후원수당을 소매이익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1995년부터는 일정한 이익을 소매이익

과 후원수당으로 구분하고, 후원수당의 범주를 제한하였다. 또한 후원수당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

익으로 한정하여 그 이외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배제하였다. 2002년 개정법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삭제하고 후원수당만을 규정

하면서, 이익에는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였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2002년 개정법의 내용에 판매활동을 장려 또는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였다.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1995년 제정법에서 규율되기 시작했는데 소매가격 합계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단계판매원 공급

가액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공급가액(부가세 포함)의 합계액의 

35%로 단일화하였다. 한편 규정방식은 2007년 개정 전에는 시행령으로, 이후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후원수당의 지급비율은 25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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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 현행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함과 동시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시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38%로 상향하는 방식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하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간 주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제1
세션

발제 1
14:00–14:50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의 개정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박희주 교수
(세명대학교)

김도년 부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최지경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발제 2
14:50–15:40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의미와 기간에 대한 검토

황원재 교수
(계명대학교)

박미영 연구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태오 사무국장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15:40-16:00 휴 식 시 간

제2
세션

발제 3
16:00–16:50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개별재화제한의 기능과 한계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정신동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박신욱 교수
(경상대학교)

발제 4
16:50–17:40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김현수 교수
(부산대학교)

이서영 이사
(한국허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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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

지난 11월 10일 박한길 협회장,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 직판

조합 정승 이사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 그리고 한국암웨

이 배수정 대표, 뉴스킨코리아 조지훈 대표, 어원경 상근부회장 

등이 오찬을 하며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의제를 공유하고 협력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에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쉽

게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업계 공존과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고 받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업계가 겪은 어려움과 

이에 상응한 정책 및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비접촉,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대

면 거래에 기초한 직접판매 업계가 미처 대처할 수 없는 조건하

에 놓이게 되었음을 공감하면서, 그 동안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의 여러 가지 사전규제 조항이 이번 코로나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제

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관련 

법의 규제 완화를 위해 협회와 양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협력해 

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수용하고 

업계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자칫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 활력을 불어 넣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발전적인 제안도 

제시되었다.

11 3자 협의체 실무회의

협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불법업체 및 피라미드, 유사수신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를 구별하지 않고 관련 용어를 혼용 또는 오남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언론사와 보도기자에게 

보도내용 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각 언론사별로 업계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기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 속에도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보도정정을 요청한 결과 월 평균 10건 중에서 약 20% 정도 반영되

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용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예정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와 함께 특수거래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대면 강의 

확산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는 대학생의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 앱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홍보배너 및 동영상이 게시되었는데 이를 전국 지하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

었다. 한편 지자체, 학교 또는 복지관 요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만큼 가독성 있는 

지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실무자로 이루어진 3자 협의체는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를 위해 ① 개별재화의 가격제한 완화 검토 ②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 의무의 단축 또는 일시적 프로모션의 경우 즉시 변경 검토 ③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검토 ④ 

다단계판매원의 3개월 청약철회권 검토 등 네 가지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진행하

였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위해서 업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하여 올바른 방향성 가운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방문판매법 개정 및 입법안 정리 

  2.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시행  

  3. 2021년도 업계 관련된 타법 개정 사항 정리

법률 자료 및 입법 소식 
Legislation and Regulatio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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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및 입법 소식 Legislation and Regulation

1 방문판매법 개정 및 입법안 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제3조(적용범위) 일부개정(시행예정 2022. 12. 8.)

∙ 개정 이유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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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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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기 위한 거래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
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
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일부개정(시행 2021. 5. 21.)

∙ 개정 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신설(시행예정 2022. 7. 5.)

∙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

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

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 전화권유판

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

는 것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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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법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시행 2021. 12. 30.)

∙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

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21.12.31.)

(1) 법률안: 의안번호 2113125

의안번호 제안자 구분 제안자 제안일자

2113125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4인 2021-11-04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보호대상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되기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는 힘든 상황임.

한편 현실에서는 가게 홍보를 해준다는 명목의 방문판매 등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프랑스의 소비자 관련 법은 위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와 함께 “비전문가

(non-professional)”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해당 비전문가를 소비자에 준하게 보호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조).

(2) 법률안: 의안번호 2108214

의안번호 제안자 구분 제안자 제안일자

2108214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2인 2021-02-19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을 제안함.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고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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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21.4)

1.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 발급 의무 부과(안 제7조제2항)

① 개정안은 사은품 등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아 소비자가 재화의 가격, 반품 및 환불 관련 

사항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합법적 마케팅 방식의 하나인 사은품 제공을 방문판매 영역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고, 사업

자들의 영업전략 노출 및 이로 인한 시장 위축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서 설명의무, 계약서 발급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공된 모든 재화 등의 종류, 가격 및 반품, 환불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숙지가 가능하

고, 계약 내용이 불리함에도 이를 표시 ·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 규정만으로도 개정

안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임. 

2.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

① 개정안은 거래 특성상 정보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칙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이고, 다른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의 청약

철회 기간이 주로 7일 혹은 14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문판매만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시 반환된 재화를 재판매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현행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짧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손해배상 책임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① 개정안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방문판

매 등에 의한 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을 행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방문판매법에 별도로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법률안: 의안번호 2107095

의안번호 제안자 구분 제안자 제안일자

2107095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1인 2020-12-31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포함.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

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

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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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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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21.3)

1.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는 후원방문판매를 방문판매(제2조제1호) 및 다단계판매(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미치는 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2.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대면 

영업이 곤란한 후원방문판매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성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방문판매는 ‘방문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후원방문판매는 방문이라는 오프라인 방식을 가지면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이용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후원방문판매업은 2012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

11324호, 2012.02.17.공포)을 통해 방문판매의 한 방식으로 편입되었으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수는 2,189개, 판매원 수는 38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그런데 코로나19의 심화로 집합금지명령이 전국화, 상시화되면서 대면 영업의 형태로 행해지는 후원방문판매업이 사실상 불가

능해지면서 심각한 영업매출 감소 상황에 직면해 있음.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방문이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거래를 이용한 후원방문판매업을 허용함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방문판매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개정안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에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 형태를 허용할 경우 기존 다단계판매 방식과의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전자거래 방식 도입과 같이 방문의 요소를 완화하더라도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여전히 1단계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당이 중층적으로 누적되는 다단계판매와는 차별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수당지급 구조가 달라 수익률이 낮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상 방문판매는 대면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거래 형태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자가 다단계판매 등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후원방문판매등록을 하고 위법하게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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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 및 축산물 외에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2021. 5. 27.] [총리령 제1701호, 2021. 5. 27. 일부개정]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등과 해당 식품 등과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및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품목보고번호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
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품목보고번호

<신 설>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신 설>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

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
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참고 자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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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소비기한, 2023.1.1부터 교체시행)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

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

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이하 생략)

 적용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만 필수표시사항의 일부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의 일부를 훼손하여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제품폐

기,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과 제품폐기가 부과된다.

관련 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지에 인쇄되어야 할 필수표시사항은 <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식품표시광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코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훼손하여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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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업계 관련 타법 개정 사항 정리

(1) 고용보험법 시행 2021. 7. 1.(2021. 1. 5.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

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률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관련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 대상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노무제공자)

∙ 적용제외 대상: 65세 이후 근로계약,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

가입 대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 ․ 설치기사, ⑨ (후원)방문판매원,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 강사(초 ․ 중등)

* 2022.1부터 플랫폼기반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소득 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둘 이상의 경우, 합산액 80만원 이상)

적용 사항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8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9 신설)

보험료의 부과 기준

∙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 보수 월액 계산식: 사업소득(기타소득) – 사업소득(기타소득) × 기준경비율(방문판매원 24.4%)*

* 기준경비율: 보험설계사(23.9%), 택배기사(20.2%), 대출모집인(23.5%),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26.8%), 방과후학교강사(18.4%)

∙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441,150원(연간 5,293,800원)

∙ 보수월액 산정 기간: 취득일부터 취득월의 말일까지 보수

① 월보수액 133만원 이상: 신고된 실보수

②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133만원 미만: 기준보수 133만원

③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적용제외(해당월 자격상실, 고용보험료 미부과)

보험료 요율 및 부담

∙ 월보수액(기준보수액)×1.4%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균등부담(각각 0.7%, 사업주가 원천징수, 성립/취득신고 및 납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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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7. 1.(2021. 7. 1. 일부개정)

지난 2020. 7. 1부터 개정 시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유에 관계없이 종사자의 적용제외를 허용하였으나 2021. 7. 1부터

는 특고 종사자의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허용하게 변경되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할 경우, 근로

복지공단이 승인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제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제3호의 적용제

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2.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하 

생략)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 9. 25.(2020. 3. 24. 제정)

∙ 제정 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4)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2021. 5. 18.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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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사업법 시행 2021. 11. 19.(2021. 5. 18.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대리점법 시행예정 2022. 6. 8.(2021. 12. 7.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사업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대리점계약서 제ㆍ개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5조

의2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공

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⑤ 조정 신청 및 완료 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제19조제4항, 제20조제6항).

⑥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ㆍ시정

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1조제4항).

⑦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

의 효력을 부여함(제21조제5항 신설).

⑧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⑨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⑩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하도록 함(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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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예정 2022. 1. 27.(2021. 1. 26. 제정)

∙ 제정 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

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

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

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제

15조).

⑥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조).

(8)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직접 발급 가능(시행 2021. 5. 21.)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

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시스템 개편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신고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 연도별 통신판매업자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신고 70,000 72,000 83,000 95,000 109,000 116,000 136,000 167,000 254,000

누적 327,000 360,000 401,000 444,000 510,000 583,000 339,000 776,000 958,000

증가율 - 1.6% 15.5% 15.0% 14.4% 6.0% 17.2% 23.1% 51.2%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

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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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생략)

(9) 대법원 판례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판결요지(2021. 11. 11. 선고)

∙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

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

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

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

22291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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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 부문 Research and Statistics

1 국내 직접판매산업 통계

 2020년 직접판매 매출 및 등록 현황 

구분 업체 수 매출 2019년 자료

방문판매 15,572 7조 3,366억 원
업체 수 15,185

매출 7조 1,649억 원

후원방문판매 3,130 3조  384억 원
업체 수 2,189

매출 3조  568억 원

다단계판매 122 4조 9,850억 원
업체 수 130

매출 5조 2,284억 원

합계 15조 3,600억 원
업체 수 20,314

매출 15조 4,501억 원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 자료 참고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매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 참고

2020년 국내 직접판매 매출 규모는 전년비 0.5% 감소한 15조 3,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직접판매업계가 디지털전환을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은 생활가전 렌탈 분야에서 취급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구독경제의 영향으로 렌탈 소비에 대한 장벽이 낮아

지고 있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줄고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은 지속적으로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전년과 비교

하여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업체 수는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 리만코리아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의 증가

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후원방문판매업 현황을 살펴볼 때는 이런 현상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은 업체 

수와 매출 모두 감소로 나타났는데 2015년 5조 1,531억 원을 나타내며 5조원을 상회하다가 6년 만에 4조원대로 하락하였

으나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단단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업체 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자료를 참고하였다. 방문판매업은 생활가전판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뿐만 아니라 학습지, 서적, 교육용 기

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자동차 등 상당히 광범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협회에서 추정하는 방문판매업의 매출 규모는 

일반적인 도소매유통 분야 제품군을 참고로 하여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방문판매기업의 매출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020년 기준 업체 수와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해당 업종 

정보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작성되었다. 2021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체 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다단계

판매업체 수 또한 2021년 연말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20년 기준 후원방문

판매원 수는 약 38.4만 명에서 69.8만 명으로,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22.9만 명에서 33.4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다단계판

매원 수는 약 834만 명에서 827만 명으로,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약 152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감소했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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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현황

구 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합계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서울특별시 98 105 984  398 3,915 4,392 1,697 1,556 6,694 6,451

부산광역시 2 2 452 245 963 686 193 197 1,610 1,130

대구광역시 3 3 243 169 727 732 134 121 1,107 1,025

인천광역시 0 0 585 79 681 352 200 70 1,466 501

광주광역시 0 1 169 389 404 874 80 173 653 1,437

대전광역시 3 3 135 91 626 256 230 50 994 400

울산광역시 1 1 141 114 276 649 54 223 472 987

세종자치시 0 0 0 0 50 48 15 14 65 62

경기도 9 11 1,693 787 3,168 3,233 717 660 5,587 4,691

강원도 0 1 127 211 493 732 77 108 697 1,052

충청북도 1 1 209 152 461 412 44 55 715 620

충청남도 2 2 414 329 889 849 96 70 1,401 1,250

전라북도 2 2 284 163 731 677 111 78 1,128 920

전라남도 1 0 254 119 434 475 54 72 743 666

경상북도 2 2 247 97 677 442 79 38 1,005 579

경상남도 0 1 462 179 786 614 63 74 1,311 868

제주자치도 0 1 70 16 154 149 19 19 243 185

합 계 124 136 6,469  3,538 15,435 15,572 3,863 3,578 25,891 22,824

2019년 계 130 2,189 15,185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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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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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2021년 지역별 분포 및 연도별 업체 변동

　 업체 수
서울 98
부산 2
대구 3
인천 0
광주 0
대전 3
울산 1
세종 0
경기 9
강원 0
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2
경남 0
제주 0
합 계 124

  연도 업체 수
2010 67
2011 70
2012 94
2013 106
2014 109
2015 128
2016 124
2017 125
2018 130
2019 130
2020 122
2021 124

 [후원방문판매] 2021년 지역별 분포 및 연도별 업체 변동

　 업체 수
서울 984
부산 452
대구 243
인천 585
광주 169
대전 135
울산 141
세종 0
경기 1,693
강원 127
충북 209
충남 414
전북 284
전남 254
경북 247
경남 462
제주 70
합 계 6,469

  연도 업체 수
2010 　
2011 　
2012 　
2013 2,653
2014 2,853
2015 2,705
2016 2,777
2017 2,768
2018 2,654
2019 2,189
2020 3,130
2021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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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2021년 지역별 분포 및 연도별 업체 변동

　 업체 수
서울 3,915
부산 963
대구 727
인천 681
광주 404
대전 626
울산 276
세종 50
경기 3,168
강원 493
충북 461
충남 889
전북 731
전남 434
경북 677
경남 786
제주 154
합 계 15,435

  연도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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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5,435

 [전화권유판매] 2021년 지역별 분포 및 연도별 업체 변동

　 업체 수
서울 1,697
부산 193
대구 134
인천 200
광주 80
대전 230
울산 54
세종 15
경기 717
강원 77
충북 44
충남 96
전북 111
전남 54
경북 79
경남 63
제주 19
합 계 3,863

  연도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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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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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 현황

연도 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합계

2020 8,270,608 789,924 9,0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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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2016~2020),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추정치(2020)

 

 직접판매(다단계판매 + 방문판매) 매출규모

(단위: 억 원)

연도 다단계판매 방문판매(후방포함) 총 매출 y/y

2020 4조 9,850 10조 3,750 15조 3,6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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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다단계판매-공제조합 매출 자료, 후원방문판매-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
방문판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협회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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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매출 구성

품 목
구성비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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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화장품, 스킨 케어, 향수, 세면 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

23%

홈케어
(가정용 청소 제품, 자동차 관리, 애완 동물 관리)

0%

가정 용품 / 내구재 
(조리기구, 식기류, 장식품, 원예 용품, 가구, 가전 제품, 공기청정기, 필터, 진공 청소기, 침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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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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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식료품 및 음료 
(와인, 냉동 식품, 기타 관련 제품, 빙 속성이 있는 제품 제외)

8%

생활개선, 주택개조
(빌트인 인테리어, 리퍼작업, 보안 시스템, 난방 시스템, 기타 관련 제품)

0%

유틸리티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통신)

1%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신용 시설)

0%

*기타 1%

합 계 100%

* 기타에는 방문판매의 경우 임대사업, 소모품, 농산물, 건강기기 등이, 다단계판매의 경우 쇼핑몰 분양, 판매보조용품, 쇼핑백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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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직접판매산업 통계

세계 직접판매 현황

∙ 발표 자료: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2020년 통계자료(2021.7 발표)
∙ 자료 기준: 2020. 12. 31
∙ 금액 기준: 1,104원/USD(2020. 12. 31 기준)
∙ 세계 직접판매시장 규모: 1,790억 달러(실질달러기준 전년비 2.3% 성장)
∙ 직접판매원 규모: 1억 2,539만 7,538명

 세계 직접판매 매출 및 판매원 현황

(1) 매출 규모    (2) 판매원 수

    

(3) 품목별 매출 현황



45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1 45

(4) WFDSA 연도별 매출액 및 판매원 수

연도 매출액(억 US $) %(yoy) 판매원 수(명) %(yoy)

2020 1,793 - 0.6% 125,397,53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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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직접판매 지역별 현황

(1) 매출 규모  (2) 판매원 수                     

           

구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매출액(억 달러) 765 647 362 18

비율 44% 34% 21% 1%

판매원 수(백만 명) 69.5 33.7 14.5 7.6

비율 57% 2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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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직접판매 상위 현황

(1) 매출 상위 10개국 현황: 글로벌 매출액의 78%를 차지 

국가　 매출액(조 원) 매출액(억 USD)

미국 44.2 401

중국 21.2 191.8

독일 19.8 179.6

대한민국 19.6 177.5

일본 17.0 154.1

브라질 9.1 82.5

말레이시아 7.7 69.8

멕시코 5.8 52.8

프랑스 5.6 51.3

대만 4.9 44.6

* 원/달러 환율: 1,104원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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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 연간 매출액 및 순위

순위 
2020

2019 2018 2017 2016
국가 매출액(억 달러) 비율

1 미국 401 22% 미국 중국 미국 미국 

2 중국 191.8 11% 중국 미국 중국 중국 

3 독일 179.6 10%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4 대한민국 177.5 10% 독일 독일 독일 독일 

5 일본 154.1 9% 일본 일본 일본 일본 

6 브라질 82.5 5%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7 말레이시아 69.8 4% 말레이시아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8 멕시코 52.8 3% 멕시코 프랑스 말레이시아 프랑스 

9 프랑스 51.3 3% 프랑스 말레이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10 대만 44.6 2% 대만 대만 영국 영국 

(3) 상위 10개국 성장률 및 비율

순위 국가 매출액(억 달러) 성장률 비율

1 미국 401 13.9%

top 5

62%

2 중국 191.8 -20.0%

3 독일 179.6 0.9%

4 대한민국 177.5 1.6%

5 일본 154.1 -3.4%

6 브라질 82.5 10.5%

top 10

78%

7 말레이시아 69.8 15.8%

8 멕시코 52.8 -2.0%

9 프랑스 51.3 -3.0%

10 대만 44.6 5.8%

3 다단계판매원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다단계판매원 실태조사는 판매원의 주간 활동시간과 연령, 성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판매원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소비자회원과 경제활동을 하는 판매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실태조사에 사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업판매원은 지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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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실

적 없이 탈퇴하지 않은 판매원으로 구분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2020년 기준, 2021년 

3월 조사실시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 8월 발표자료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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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18 18-24 25-34 35-44 45-54 55-64 65~ 합계
판매원 수 - 216,607 690,527 1,587,216 2,131,419 2,282,033 1,263,891 8,171,692

% 0% 2.7% 8.5% 19.4% 26.1% 27.9% 15.5% 100%

 성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여자 남자 합계
판매원 수 6,295,694 1,875,998 8,171,692

% 77% 23% 100%

 활동시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구분

전업 파트 소비자 비활동 합계
판매원 수 944,680 1,394,043 4,402,241 1,430,729 8,171,692

% 11.6% 17.1% 53.9% 17.5% 100%

Ⅰ활동시간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비율Ⅰ Ⅰ활동시간 기준 다단계판매원 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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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 연구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2020년 기준 약 16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고 작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심지어 특정 브랜드 샤프연필의 뚜껑까지도 거래되는 현실이다. 지난 5월 식품표시광고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직접판매기업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편 직접판매기업

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태가 온라인 유통업자를 통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난 12월 2일 협회는 방문판매 분과위원회를 개

최하였다. 후원방문판매 주요 회원사가 모인 이 자리에

서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직접판매기업 제

품의 온라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그간의 노력과 경과

된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온라

인 거래의 급격한 확장으로 대면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방

문판매 유통경로가 축소되고 취급 상품의 유통이 온라인

으로 우회하면서 가격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공감하

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증

가하였다.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에 대해 

기존처럼 각 회사별로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소송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는 방문판매뿐 아니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도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코리아나, 유니베라, 풀무원건강생활, 화진화장품, KGC라이프앤진 등 방문판매 

기업과 애터미, 암웨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PM인터내셔널 등 다단계판매 기업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와 법무법인이 업무협력을 통해 법무법인이 회원사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진행과정에서 상당

수가 온라인판매를 중단하고 합의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 이후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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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11일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점검 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확진자 

발생 다수 업체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가 아닌 다단계 조직이 관여된 유사수신업체 또는 결합형 업체의 행위로 밝혀졌고, 현재의 

방역 관리체계상 사각지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번 조사는 면 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의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게 하고, 불법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미신고, 무등록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

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관 공동대응을 위해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양 공제조합에 신고된 397건을 대상으

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및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성격

불법다단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관련 법의 금지행위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즉 피라미드 방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등을 보장하면서 금전을 수신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개념상 상호 구분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상품거래 유무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에 의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는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부분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거래가 매개된 금전거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에만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라도 원금 보장 등을 약정할 때에만 유사수신행

위로 간주한다(대법원 2005도5774 판결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5노166 판결).

(2) 불법 다단계 현황 및 실태

불법 다단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를 모두 포함한다.

① 판매 방식별 현황

∙ 다단계판매 방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까지 상승함.

∙ 유사수신행위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원금 보장과 수익 약속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다단계판매 방식 * 59% 53% 57% 58% 63% 70%

유사수신 ** 41% 47% 43% 42% 37% 30%

합 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다단계판매 방식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가 있으며 3단계 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및 후원수당 지급의 형식을 갖춘 판매 
방식을 의미함.

** 유사수신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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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유형별 현황

∙ 방문판매법상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는 형태가 70% 이상을 차지함.

∙ 미등록 영업의 경우, 불법행위 신고 등 사후관리만 가능함.

∙ 공제조합에서 불법 다단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중,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임.

∙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신고 후 무등록 다단계판매도 꾸준히 상승함(2015:18% → 2020:2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방문판매업 신고없이 다단계영업 등
68건

(73%)
68건
(75%)

55건
(79%)

43건
(73%)

42건
(74%)

18건
(67%)

통신판매/방문판매업자의 다단계 영업
17건

(18%)
22건
(24%)

14건
(20%)

15건
(25%)

12건 
(21%)

7건
(26%)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 0% 0% 0%
1건

(2%)
3건

(5%)
2건

(7%)

해외 기업 등
8건
(9%)

1건
(1%)

1건
(1%)

0% 0% 0%

합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③ 가입 시 최초 투자/구입 금액별 현황

∙ 50만원 미만이 평균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수준임.

∙ 초기 소액 투자/구매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투자에 따른 피해 금액 상승이 우려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50만 원 미만 48(52%) 47(52%) 28(40%) 27건(46%) 11(19%) 13(48%)

50~100만 원 11(12%) 10(11%) 12(17%) 8건(14%) 10(18%) 5(19%)

100~200만 원 13(14%) 10(11%) 10(14%) 9건(15%) 12(21%) 8(30%)

200~300만 원 2(2%) 6(7%) 5(7%) 5건(8%) 10(18%) 1(3%)

300만 원 이상 19(20%) 18(19%) 15(22%) 10건(17%) 14(24%) -

합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 가입 시 최초 투자/구입 금액은 회원 가입 시 구매해야 하는 재화 1개의 최소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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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급 상품별 현황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상품을 취급하는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음.

∙ 가상화폐가 2019년까지 약 30% 대를 유지하다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광고, 카드, 앱 등의 비중이 2020년에 30%까지 상승, 취급 품목 다양화 추세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상품
(화장품, 건식, 생활용품)

31건(33%) 34건(38%) 28건(40%) 26건(44%) 24건(42%) 12건(44%)

가상화폐(채굴) 5건(5%) 18건(20%) 22건(31%) 19건(32%) 17건(30%) 3건(11%)

주식, 채권(현금), 
상장미끼, 회원권 등

24건(26%) 23건(25%) 9건(13%) 9건(15%) 5건(9%) -

여행, 쇼핑몰 등 7건(8%) 5건(5%) 4건(6%) - 6건(10%) 2건(8%)

기타 (광고, 온라인, 
카드, 앱, 농수산물 등)

23건(25%) 10건(11%) 7건(10%) 5건(9%) 5건(9%) 9건(33%)

휴대폰, 통신 등 3건(3%) 1건(1%) - - - 1건(4%)

합 계 93건 91건 70건 59건 57건 27건

⑤ 지역별 현황

∙ 서울시 비중은 70%대에서 48%까지 감소함(강남구 비중은 30%로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

∙ 관악구, 구로·금천구에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로 이전됨.

∙ 2020년에 온라인 또는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비중이 19%까지 증가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소 계 70% 57% 70% 66% 72% 48%

강남구 42% 26% 31% 24% 33% 30%

관악구 14% 9% 16% 10% 1% 4%

구로·금천구 2% 6% 10% 10% 7% 0%

기타 12% 12% 13% 22% 31% 14%

경기도 5% 9% 5% 2% 7% 8%

인천시 3% 1% 6% 5% 0% 0%

부산시 2% 9% 3% 3% 3.5% 4%

대구·경북 2% 6% 1.5% 3% 5.5% 13%

대전·충남 4% 5% 1.5% 5% 2% 4%

울산·경남 1% 1% 1.5% 2% 2% 0%

충북 0% 2% 1.5% 2% 2% 4%

전남 및 기타 0% 1% 0% 0% 0% 0%

온라인 · 해외 13% 8% 10% 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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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판매기업 2021년 ESG 사례

최근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출을 중심으로 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와 외부 공동체에 신뢰를 주는 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가 매우 중요시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독려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

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여 적용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직접판매기업의 ESG와 관련된 의제와 사례를 

정리해 본다.

 애터미

친환경 공정을 구축하기 위해 애터미와 CJ대한통운은 운영 초기부

터 긴 히 협력하면서 상품 크기, 무게, 포장 단위, 용기 재질과 내

구성 등 제품 변수와 보관 높이, 포장 강도, 운송 거리 등 물류 변수

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을 통해 1년간 감축한 플라스틱 비닐 폐기

물의 양은 약 23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터미는 최근 실로암 안과 학술연구원 건립 및 개안수술에 20억 

원 기부, 미혼모를 위한 ‘생소맘 기금’에 중견기업 최대 금액인 100

억 원을 기탁하였으며 캄보디아 진료버스 운영비로 50억 원, 공주

시 지방재정과 일자리 창출에 20억 원, 여기에 전체 후원금의 80% 

이상을 수혜국 현지 어린이 양육비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한국컴패션에 약 12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블루마린 공병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노력에 힘쓸 예정이다. 블루마린 공병수거를 위한 수거함은 전국 757

개의 애터미 교육 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 2003년 ‘이니스프리 공병 수거 캠페인’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전국 아모레퍼시픽 그룹 매장에서 2200톤의 화장품 공병을 

수거했으며 누적 참여인원은 1,400만 명 규모를 나타냈다.

아모레퍼시픽은 매장에 반납한 공병 중 1,652개를 활용해서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그

린사이클 활동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제품, 매장 인테리어 등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었다. 

2020년 종합선물세트의 내부 지지대는 공병 재활용 원료(PP) 약 

1.3톤을 투입해 제작했으며 2021년 전체 포장지의 20%, 2025년

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국립 백두대간 수목

원과 국립 세종수목원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 기관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과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여름 태풍으로 려온 해양쓰

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제주지역 활동가 모임인 ‘디프다 제주’의 봉그깅 캠페인을 지원하여 4,200L의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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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웨이

암웨이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환경과 소비자, 공정무역 여부까지 모

두 고려하며, 생산 단계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제조 후에

는 철저한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할 때 자연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019년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비전 아래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미래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글로벌 사

회공헌 프로그램인 ‘파워 오브 파이브(Power of 5)’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후원할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드림 캠프(Dream Camp)’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우수리 나눔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와 ABO 후원수당에서 일정금액 미만의 우수리를 조성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현재는 약 7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2021년 4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지수 평가에서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으며, 동반성

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는 등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청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비영

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축제 활성화, 여성 영농인 

지원, 청소년 환경·진로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와 제품 부피를 줄인 샴푸바, 바디

바, 페이셜바 3종과 가루치약을 출시하며 제로 웨이스트를 강화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동구밭’과 함께 하고 있다.

 뉴스킨코리아

뉴스킨 희망 도서관은 뉴스킨코리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회원 자치 봉사 후원 단체 ‘포스 포 굿 후원회’가 2008년부터 14년

째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해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낙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작가와의 

만남, 팝업북 만들기, 책 공연 등 다양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만4,600여 권의 신규 도서를 기증

하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독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작은 마찰에도 피부에 물집과 염증이 생기는 유전성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수포성 표피 박리증 환자를 위로하고 정보교류를 

돕기 위한 모임을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뉴스킨의 회

원 자치 봉사 단체 ‘포스 포 굿 후원회’도 매해 환우 치료비와 연구 

지원비를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달리기 행사 ‘렛츠 뉴-런 언택트 레이스’에 약 2,000여 명의 

뉴스킨 임직원과 회원들이 참여하였고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통해 생리대, 바디세트 등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55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1 55

 한국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는 지난 해 11회째를 맞이한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

인’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후원하고 한

국언론인협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사

회공헌 문화 활성화와 훈훈한 사회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

다. ‘카사 허벌라이프 뉴트리션(Casa Herbalife Nutrition)’ 프로

그램을 통해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총 여섯 기관에 15년째 후원을 

진행하며 미래 주역인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밝고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 모두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내 기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8년부터는 사회봉사를 하면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임직원 유급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월 정기 모금 

프로그램 ‘카사 프렌즈(Casa Friends)’와 기부 물품을 활용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자선 경매’ 등을 실행해 임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은 지난 12월 ESG 평가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

관 2021년 ESG 평가에서 최고상인 ‘ESG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1 

한국의 ESG혁신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 식물성 지향 식품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ESG 대상’은 950개 

국내 상장사 중 해당 연도에 ESG 성과가 가장 우수한 기업에 주어지

는 것으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1년 ESG를 평가한 이래 대

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중견기업에게 대상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육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물성 지향 사업을 

회사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

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도입,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잉크 사용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3R 원칙’(Reduce, 

Recycle, Remove)을 적용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해 6월 UN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

(IVI)’에 백신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하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국제백신연구

소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백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라비다는 ‘제품 한(1)개를 구입하면 한

(1)명을 구(9)한다’는 취지를 담아 2012년부터 매년 라비다 베스트셀러 

제품인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하는 ‘라비다 119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약 14만 명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전달했다. 또한 매

달 19일을 ‘IVI의 날’로 지정해 백신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전염병 예방 및 백신 지원에 앞

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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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웅진씽크빅은 국내 AI교육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웅진씽크빅은 AI 기반 수학 학습 프로그램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원격

수업 시에도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은 AI가 제시하는 맞춤형 문제와 유형별 

오답노트를 활용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웅진씽크빅의 AI 기

술력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습편차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지난 3월 교원그룹은 약 6,000여권 상당의 교원 전집 도서를 초록

우산어린이재단이 선정한 지역 보육원, 아동상담소 등 서울·경기 

123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는 아이들이 15주간 150권 이상의 책

을 읽으며 균형 잡힌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독서 장려 캠페인인 

‘150 독서마라톤’의 일환이다. 이어 지난 9월에는 ‘150 독서마라

톤 캠페인’의 완주 아동 이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 도서를 기증했

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대표 인기 전집 20종, 총 6000여권의 

도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5월에는 국내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시흥시 소재 ‘다어울림 아동

센터’에 교원 전집 도서 1000여권을 기증했다. 

교원그룹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성환초등학교 유휴 교실 2개를 통합 확장해 첫 교원 에듀테크 

교실을 열었다. 교원 에듀테크 교실은 IT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등학교에 교실 개보수 및 에듀테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에듀테크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매나테크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는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투

게더 한국 시각장애인골프대회’에 1억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후

원하였다. 또한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M5M(Mission 5 Million)’

을 통해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영양실조 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이주민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1,900만원의 제품을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인 ‘아시아의 창’에 기탁했다. 6월에는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2,850만원 상당의 제품을 ‘서울특별시 시각장애

인연합회’에 후원하는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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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에버

지난해 투에버는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한국이주여성인

권센터에 지원하였다. 이번 기부는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하는 사회

복지공동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도 약 2억 원 상당

의 상품을 미혼모와 저소득층에 기부한 바가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단체로 2000년 설립 후 꾸준히 이주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유사나의 사회공헌재단인 ‘유사나파운데이션’은 ‘유사나 월드 서비

스 주간’을 통해 전 세계 유사나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나눔을 매년 실천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

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주제로 ‘유사나 제품 용기를 활

용한 화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직원들은 빈 제품 

용기를 미니 화분으로 만드는 과정과 소감을 영상으로 남기며, 유사

나 제품으로 건강도 지키고 월드 서비스 주간에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건강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

다.

 대교

대교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노인의 인지 향상을 통한 건강한 복

지 실현을 위해 지난 해 8월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사는 기능저하를 겪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취미생

활 및 여가활동, 학습활동, 근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재가복지센터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노인 돌봄 인력의 양성과 교육

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간

다. 또한 대교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노인들의 치매예방을 돕기 

위해 노인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노

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8
58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1 

7 2022년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

1. 세계 경제전망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중 크게 늘어났던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정상화 

경로를 밟을 전망이다. IMF의 집계·추산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재정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GDP 대비 37~38% 수준에

서 지난 2년간 45~47%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부터는 40%대 초중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여력이 약한 신흥국

들의 경우 2020년 늘렸던 정부지출을 이미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정부수요 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드코로나 기조와 함께 미루어 두었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당분간 수요를 이끌겠지만 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2년간 이어졌던 소비행태가 일정 부분 고착되면서 가계의 절약하는 경향이 구조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1년 5.8%에서 2022년 3.9%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코로나 기저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2023년 이후에는 3% 내외로 성장세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 미국 유럽 아시아 중국 인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2020년 -3.1 -3.4 -6.3 -0.9 2.3 -7.1 -7.1 -3.4 -3.0

2021년 5.8 5.7 4.6 8.1 8.0 9.3 4.4 3.0 4.5

2022년 3.9 3.4 3.5 5.4 5.0 8.0 2.0 3.2 2.7

중국 정부는 내년 시진핑 총 서기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성장보다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공동부유(共同富裕)’ 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상거래,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건설 및 서비스 산업 규제를 통해 불평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첨단 제조업 등 실질적인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부동산 경기의 심한 위축 시 일시적 규제 완화에 나서겠

지만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한 규제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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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경제전망

국내 경기가 추세를 상회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코로나 기간 중 나타났던 특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

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방역규제가 수시로 재개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기대응 보조금 지

급도 사라지면서 내구재 등 제품 소비에 집중되었던 수요가 점차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다. 이는 코로나 기간 국내경기 상승

을 주도했던 우리 수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위기 기간 중 중간재 재고를 다수 

축적해 놓았다는 점, 향후 경기하향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내구재 등 국내 상품소비도 하향세가 예상된다. 더욱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출현하면서 수요심리 위축, 생산차질 저하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추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코로나 반등효과가 일부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며 2023년 이후에는 2% 내외의 낮은 성장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교란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원료물질이나 소재부품, 생산장비의 확보를 둘러싼 주

요 국가 간의 각축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핵심 제조업과 직결된 리튬, 마그네슘, 실리콘의 공급 

불안이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 취업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크게 줄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부문의 

고용이 배달 서비스 등 신규 수요부문으로 상당수 옮겨간 것으로 판단 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이 주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전통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음식숙박, 도소매, 개인 서비스 등 2019년 대비 고용

감소폭이 큰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8~9% 가량 고용이 낮아져 있어 고용확대 여지가 크다. 다만 대면활동 확대

가 제한적이고 키오스크 도입 확대 등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우세하면서 과거 수준의 회귀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만 숫자가 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 제조업이

나 도소매업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고용감소 추세가 수요둔화로 인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022년 취업자 증가 수는 

28만 명 수준으로 2021년의 36만 명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1%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율은 현재 1,180원/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코로나 확산 상황, 에너지 가격 상승,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긴축전환 과정 및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2022년 상반기 원화는 달러당 1,16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국내 성장률

이 둔화되고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보다 다소 상승한 1,170원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하반기까

지 추가로 2회 인상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의 매력이 해외투자자에게 부각된다는 점, 저소득국가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

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입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이란 점 등이 원화가치를 방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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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단 Membership list

애터미㈜ 박한길 대표이사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21(웅진동)

TEL : 1544-8580

www.atomy.kr

회사 설립일 : 2009. 6. 6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애터미의 화장품, 건강식품, 리빙, 패션, 가전에 이르는 모든 제품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원칙 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2009년 설립 이래 원칙을 지키고 새로

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TEL : 02-709-5114

www.apgroup.com

회사 설립일 : 2006. 6. 1

아모레퍼시픽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소명을 이루고자 미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

어왔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뉴 뷰티로 영감받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

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

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비전이 모두의 미래가 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암웨이㈜ 배수정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삼성동, 아셈타워)

TEL : 1588-0080

www.amway.co.kr

회사 설립일 : 1988. 6. 1

1987년 외국 투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한국암웨이는 1988년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991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NUTRILITE), 코스메틱 브랜드 아티스

트리(ARTISTRY)를 포함, 가정 세제류, 가전용품 등 생활관련 제품 1,000여 종을 생산·판매 중이며, 국내

우수 기업 제품을 공동기획, 판매하는 원포원(One for On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이해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TEL : 1588-5200

www.coway.co.kr

회사 설립일 : 1989. 5. 2

1989년 5월 2일 설립된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생산하는 생활환

경기업으로 대한민국 환경가전시장의 대중화, 전문화, 고급화 트랜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뉴스킨코리아㈜ 조지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6길 6(삼성동)

TEL : 1588-1440

www.nuskinkorea.co.kr

회사 설립일 : 1996. 2

뉴스킨코리아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 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과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스킨 케어 브랜드 뉴스킨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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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허벌라이프㈜ 정승욱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논현동86-8, 아이캐슬빌딩)

TEL : 1588-7577

www.herballife.co.kr

회사 설립일 : 1996. 7. 18

한국허벌라이프는 1996년에 설립, 식사대용/체중조절용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 헤어케어 제품을 판매

하고 있으며 뉴트리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최고의 재료와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형 웰니스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차석용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LG생활건강

TEL : 080-023-7007

www.lghnh.com

회사 설립일 : 2001. 4. 1

LG생활건강은 1947년 창립 이래 국내 최초의 화장품과 치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통해 국내 최고의

생활문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사업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들을 더 건강

하고(Healthy), 아름답고(Beautiful), 활기차게(Refreshing) 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웅진씽크빅 이재진 대표이사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TEL : 1577-1500

www.wjthinkbig.com

회사 설립일 : 1983. 4. 1

웅진씽크빅은 <어린이마을>, <웅진아이큐> 등 획기적인 출판물로 우리나라 출판계에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는 디지털전환을 통해 에듀테크 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AI 스마트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전집 판매 사업, 단행본 출판 사업,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교육문화 기업입니다.

㈜유니베라 박영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8 에코넷센터(성수동2가 302-4번지)

TEL : 02-463-3100

www.kr.univera.com

회사 설립일 : 1976. 4. 5

1976년 ㈜남양알로에로 시작,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이후, 알로에 산업화에 앞장서온 

결과 국내 알로에 시장의 선도기업이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미국,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알로에

와 천연약용식물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알로에를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알로에 전문기업입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 성호종 대표이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3층(이의동)

TEL : 02-5656-016

www.nrcom.com

회사 설립일 : 1999. 12. 8

1999년 설립된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온라인쇼핑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교육

상품 등 우리 생활과 접한 관계에 있는 7개의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생활 속 편리함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회원, 회사 모두의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행복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종합유통기

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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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평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교원내외빌딩

TEL : 1577-6688

www.kyowon.co.kr

회사 설립일 : 1988. 6. 14

교원그룹은 지난 1985년 ‘대한민국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살펴 첨단 기술을 통해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교육생활문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

㈜코리아나화장품 유학수 대표이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2길 6

TEL : 031-722-7000

www.coreana.com

회사 설립일 : 1988. 11. 15

1988년에 설립된 코리아나화장품은 문화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 코리아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구축이 그것입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며 신뢰를 쌓아가며 소비자를 위하고 스스로 일하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 황진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빌딩)

TEL : 080-022-0085

www.pulmuone.co.kr

회사 설립일 : 1987. 9. 16

풀무원건강생활(주)는 건강식품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80년대에 바른 먹거리를 기초로 한 바른식생활 시

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자연의 건강함을 사람에게 전한다는 자세로 풀무원기

술원이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생활을 분석한 바른식생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관리에 알맞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매나테크코리아 노재홍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강남358타워 9층

TEL : 1600-0087

www.mannatech.co.kr

회사 설립일 : 2004. 2. 25

첨단 과학과 천연 식품 기반의 성분을 결합하여 최적의 표준화된 영양소를 제공하는 ‘리얼푸드테크놀로지

SM솔루션’을 바탕으로, 혁신적이며 뛰어난 제품력을 지닌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웰니스기업입니다. 특히, 1996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45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앰브로토스 복합물은 매나테크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유) 록키스마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3층

TEL : 02-3450-1800

www.koreaunicity.com

회사 설립일 : 2003. 9. 1

개인의 성장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니시티는 검증된 제품과 체계적인 사업 기회 제공으로,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유니시티의 경영이념인 ‘더 나은 삶 (Make Life Better)’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400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방

면으로 후원하여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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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버 김종규 대표이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3

TEL : 1688-1313

www.toever.co.kr

회사 설립일 : 2000. 3. 1

투에버의 목표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Makes Living Meaningful) 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창조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소비

자가 유통이익을 공유하여 동반성장하는 직접판매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아이작 밴샤바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삼성동, JBK 타워)

TEL : 02-2222-2900

www.seacretdirect.kr

회사 설립일 : 2012. 7. 1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2005년 전도 유망한 소매판매방식의 회사로 설립되

었고, 2011년 글로벌 직접판매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2012년 한국지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해의 비 을 담은 시크릿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어가며 세계 40개국

소비자가 인정하는 막강 브랜드로서 바디케어,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50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탈스위스코리아㈜ 노석인 지사장/왕웬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1길 10(역삼동)

TEL : 02-2051-8833

www.totalswiss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6. 9

토탈스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를 모토로 건강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은 독일의 생화학연구소에서 올바른 건강이론을 토대로 연구ㆍ개발하고, 스위스의 엄격하고 철저한 생산공

정과 검수를 거쳐 생산되는 맞춤솔루션(fit solution) 시리즈입니다. 2010년 1월 대만에서 시작하여 지난 

2016년 10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사람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이리빙 김종관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14층

TEL : 1577-2770

mall.hiliving.co.kr

회사 설립일 : 1996. 6. 28

하이리빙은 1996년 6월 창립한 국내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 성장과

미래를 위한 단계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국제 공인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제조합 출자사로서 소비자 피해 직접

보상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앨트웰㈜ 김형수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역삼동) 앨트웰빌딩

TEL : 1588-2161

www.altwell.co.kr

회사 설립일 : 1989. 5. 31

1989년 설립된 앨트웰은 이타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앨트

웰 가족에게는 자랑스런 기업으로, 사회에는 봉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
64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2021 

㈜트리오 성경윤 대표이사

경기도 과천시 돌무개길 23-3(주암동, 수성빌딩)

TEL : 02-504-1301

www.trio21c.co.kr

회사 설립일 : 1980. 4. 1

1980년에 설립된 ㈜트리오는 세계 유수의 주방용품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주방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해오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하이라이트 발열방식의 마체프(Machef) 전기렌지와 316스테인레스 통

5중 냄비 세트인 마체프(Machef) 냄비로 소비자들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80년대 국내 최초로

압력솥을 보급하였으며 현미잡곡식 먹기운동, 생즙먹기운동, 무공해 식기보급운동, 불꽃 없는 주방실현 등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얄퀸클럽인터내셔날 송영소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15(양재동6-15, 로얄퀸클럽하우스)

TEL : 02-571-1201

www.cyvac.com

회사 설립일 : 1990. 11. 1

1980년에 설립되어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이 입증된 ROYAL QUEEN COOK WARE SET를 비롯한

주거생활의 필수적인 명품만을 판매하며 의식주 문화생활의 향상과 혁신을 주도, 특히 가정용 환경관리시스

템의 보급을 통하여 삶의 질적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사후관리 정책을 실시하여 고객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실한 유통회사입니다.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백승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3층

TEL : 02-3270-1700

www.tupperware.co.kr

회사 설립일 : 1997. 12. 28

1946년 세계 최초의 폐용기를 시장에 선보인 타파웨어는 요리를 쉽고 즐겁게 도와주고,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지난 75년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인증받은 안전한 원료 사용, 혁신적인 제품, 철저한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기업입니다.

휘슬러코리아㈜ 이경우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8층(논현동, 논현빌딩)

TEL : 02-3453-4100

www.fissler.co.kr

회사 설립일 : 1998. 5. 7

휘슬러는 QUALITAT & IDEEN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품격있는 주방문화를 선사하고자 합니

다. 모든 제품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목표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휘슬러가 추구하는 품질과 아이디어의 기본입니다.

한국화장품㈜ 이용준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88번지, 관정빌딩)

TEL : 080-023-2221

www.ihkcos.com

회사 설립일 : 1962. 3. 21

한국화장품은 1962년 창업이래 고객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생활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세기 오직 한길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친수성, 약산성, 바이오 리포좀 등의 미용성분

을 이용한 제품과 효모효소 추출물을 함유한 첨단 화장품, 주름개선, 피부 미백 등 최다 기능성 화장품을 

공급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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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오정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나이스빌딩

TEL : 1588-2290

www.chungho.co.kr

회사 설립일 : 2001. 8. 7

청호나이스는 세계 최고의 환경·건강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이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A/S를 제공하는 생산 및 A/S전문 기업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환경 건강제품 개발

과 차별화된 첨단 시스템 기업으로 고객만족의 차원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원전커머스 이영복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B동 1310호

TEL : 02-539-5390

www.onejon.co.kr

회사 설립일 : 1995. 3. 29

온수정화기 스파젠을 생활필수품이 되게 하여 모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원전커머스의

꿈입니다. 가장 완벽한 미네랄워터 활수기 숨 플래티늄과 물로 공기를 씻는 공기세정기 모리노 코이즈미

그리고 실내 환경 복합기 레인보우를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난 22년간 이러한 훌륭한 제품들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눈팔지 않고 이바지해왔음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4라이프리서치코리아 이태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잠실동, 제이타워 14층)

TEL : 02-6022-4200

www.4life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01. 11. 23

4라이프리서치코리아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인 4라이프리서치의 한국지사로서 2003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 20여 가지가 넘는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특화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너지월드와이드㈜ 김혜련 지사장 / 대니얼노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이스트센트럴타워 2층

TEL : 02-564-7600

www.synergyworldwide.com

회사 설립일 : 1997. 5. 8

1999년 댄 히긴슨에 의해 창립된 시너지월드와이드는 2000년 네이쳐스선샤인과 회사 합병 후 2004년

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시너지는 사람들의 건강, 재정적 여유, 지혜와 서비스가 조화된 삶을 위한 약속이

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국모린다(유) 브렌트 데이비드윌리스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삼성빌딩 5층

TEL : 1800-8563

www.noninewage.com

회사 설립일 : 2002. 7. 18

창업자들의 훌륭한 경영철학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경영진을 믿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님들의 노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타히티안노니인터내셔널은 주력 제품인 노니 건강식품 이외의

천연 약용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라인의 출시로 2012년 4월 “모린다 바이오액티브스”로 회사명을 변경

하였으며, 2012년 12월 한국 지사인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도 한국모린다(유)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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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화장품 강정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6 9층

TEL : 1800-8563

www.ihwajin.co.kr

회사 설립일 : 2002. 4. 1

당사는 지난 24년 동안 “최고의 제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고급 기능성 화장품 및 미용

기기의 개발, 그리고 방문판매만을 고집해 온 美의 메신저로서 진실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정성스러운 서비

스로 아름다움을 창출하며,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이념을 지켜온 회사입니다.

포에버코리아(유) 에이단 조지오헤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디타워 901호

TEL : 02-587-3250

www.foreverkorea.co.kr

회사 설립일 : 1988. 11. 14

미국 달라스에 소재하는 국제 FLP사는 1978년 렉스 몽 회장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FLP사는 전 세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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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했습니다.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짐 브라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층(역삼동, 서울인터내셔널타워)

TEL : 02-2192-7300

www.usana.com

회사 설립일 : 2003. 2. 20

유사나헬스사이언스는 미생물학 및 면역학의 권위자 마이런 웬츠 박사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1992년에 설립한 뉴트리션 전문기업으로서 한국에는 2003년 진출하였습니다. 유사나의 항산화 제품과 공

정한 보상플랜은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아코스메틱 김기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58(잠실동 294-19, 연두빌딩)

TEL : 02-546-0651

www.gpia.co.kr

회사 설립일 : 1992. 12. 22

천연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제품을 만들며 세월이 흐를수록 오래 기억되는 가

치 체험을 통해 신뢰를 더하고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사랑을 받으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GC라이프앤진 전정수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빌딩 12층

TEL : 2166-7770

www.kgclifengin.com

회사 설립일 : 2003. 9. 18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은 KT&G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KGC인삼공사의 세계 최고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건강 생활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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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채태식, 한택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10, 1층, 2층(역삼동, 영창빌딩)

TEL : 02-3458-8114

www.dapanda.co.kr

회사 설립일 : 2000. 11. 1

다판다는 인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제품들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이

웃에게 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는 세모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스무스 등이 있고, 유기

농 녹차제품 유기 아해티앤그린티, 그린앤그린, 국제발명품경진대회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개인용 대장세

척장치 내클리어, 언더클리어 등 건강기기 제품들과 주방조리기구, 생활용품 등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코리아 안봉락 대표이사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27 2층

TEL : 02-557-7055

www.newlifegroup.com

회사 설립일 : 2004. 12. 5

중국 선양(沈陽)에서 작은 화장품 공장으로 출발한 신생활화장품은 27년 만에 선양과 상하이(上海)에 화장

품 생산 공장, 칭다오(靑島)에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공장, 쿤산(昆山)에 화장품 사출용기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중국 전역에 60개 지사, 12개 물류기지, 1만70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

남에도 진출해 있다.

㈜대교 강호준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TEL : 080-222-0909

www.daekyo.com

회사 설립일 : 1976. 7. 9

대교는 업계 최초로 ‘학습지’라는 교육 서비스 개념을 탄생시키며 개인별, 능력별 1 : 1 방문학습 시스템을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입니다. 대교는 대표 브랜드 ‘눈높이’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개별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춰 가르치는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브퓨어코리아 유모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3층(삼성동, 대화빌딩)

TEL : 02-2055-2191

www.livepure.co.kr

회사 설립일 : 2008. 1. 9

리브퓨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2008년도 1월 한국지사가 설립된 회사로 건강식품 등을 수입/판매하

는 회사입니다.

에이씨앤코리아(유) 김현수 지사장 / 데이비드 리차드 메리맨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7층

TEL : 1688-9800

www.acnkr.co.kr

회사 설립일 : 2010. 2. 17

1993년 4명의 공동 창립자에 의해 창립된 AC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의 직접판매 통신회사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21개국에 진출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

씨앤코리아는 유·무선 전화, 인터넷, 위성TV, 홈시큐리티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및 건강식품을 주요 아이

템으로 국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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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알로에 최연매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5(서초동 1580-10)

TEL : 080-022-9191

www.cureofficial.com

회사 설립일 : 1975. 3. 26

김정문알로에는 백재 김정문 회장이 1975년 국내에 처음으로 알로에를 보급하면서 시작되어 자연건강과

자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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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홍혜실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83

TEL : 02-2186-6300

www.maiim.com

회사 설립일 : 1994. 11. 14

사람, 자연, 문화를 소중한 기업 가치로 삼고 있는 마임화장품, 마임건강식품은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더 많은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자연의 빛과 컬러, 건강한 생명력을

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전하고, 아픈 어린이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 돕기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더블유엘코리아 조선영 지사장 / 후앙반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홍우빌딩 13층(서초동)

TEL : 02-3675-9190

kr.bwlgroup.com

회사 설립일 : 2010. 6. 17

비더블유엘코리아는 싱가포르에 본사(1990년 설립)를 두고 있으며 100% 외자도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로 10개국에 지사가 있고 모회사인 베스트월드국제그룹(BWI)은 2004년 7월 8일 싱가포르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애부 김현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76 601호

TEL : 1577-1401

www.miev.co.kr

회사 설립일 : 2003. 10. 6

(주)미애부는 2003년 설립된 친환경, 무합성발효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최고의 무합성발효과학

을 지향하며,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인터내셔널 박명복, 오희택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길 10(등촌동, 에띠임본관)

TEL : 1661-5884

www.prism-int.co.kr

회사 설립일 :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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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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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잭타 고도영 지사장 / 러셀 에드워드홀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9층(역삼동, 동경빌딩)

TEL : 02-565-4011

wwwkr.enzacta.com

회사 설립일 : 200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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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가족을 생각합니다.”라는 경영철학으로 IBO 중심의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

울이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녹십초 박광수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38 9층

TEL : 02-896-6811

www.noksibcho.com

회사 설립일 : 1979. 7. 24

(주)녹십초는 1979년 불모지에서 태어난 이후 고객, 임직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건강문화를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전문기업으로 명성을 쌓은 녹십초알로에의 20년간의 통합의학연구를 동양의학과 서양

의학을 접목시킨 물리 응용생명과학을 목표로 치료중심 한방병원인 녹십초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카야니코리아㈜ 칼 보이스테일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동143-37, 현대타워5층)

TEL : 2187-2900

www.asia.kyani.net

회사 설립일 : 2005. 12

2005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설립된 카야니는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건강과 함께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에스엘 주기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905호(가산동, SJ테크노빌딩 905호)

TEL : 02-3430-2800

www.g-sl.co.kr

회사 설립일 : 2012. 6

국내 최초의 보행 교정구 ‘오쏘릭스’를 개발하여 생산함을 시작으로, 효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생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지에스엘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비재 등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함

으로써 다방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루안코리아㈜ 최영권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2 신한빌딩 4층

TEL : 1661-8235

www.ruan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12. 4. 15

루안코리아(주)는 특화된 제품과 차별화된 대고객 서비스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합리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으로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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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권순 지사장 / 웬디 루스 루이스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심안빌딩 8층, 15층

TEL : 1599-7749

www.jeunesseglobal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1. 3.

주네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모습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네스는 젊음을 생각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제품 라인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네스는 ‘젊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프로존 김봉준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7

TEL : 1899-1841 

www.aphrozone.com

회사 설립일 : 2012. 3. 5

아프로존은 2012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기업입니다.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추출물을 이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 판매 회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2014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15년

태국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를 주도하는 세계

중심의 아프로존”이라는 회사의 슬로건 아래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월드코리아㈜ 이현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9층 서관 (한신인터밸리24빌딩)

TEL : 02-1670-3362

www.bzzworld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4. 8. 3

비즈월드코리아는 2014년 8월에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최고(Best)를 넘어 유일함(Only)을 목표로 전문성

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1인 기업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 가치창조 및 성공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좋은 제품, 좋은 시스템으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월드코리아는 2019년 12월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성종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스킨큐어빌딩

TEL : 1588-8829

www.celltrionbeauty.com

회사 설립일 : 2000. 6. 15

셀트리온스킨큐어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그룹 셀트리온이 설립한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바이오 기술

력을 바탕으로 인체를 연구해 우리 피부에 실제 작용하는 리얼 효능의 화장품을 개발,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셀큐어, 디어서, 한스킨, 포피네의 총 네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진생활건강 신승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 스페이스원빌딩3층

TEL : 1566-3330

www.theliliette.com

회사 설립일 : 2016. 1

오랜 방문판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웅진의 노하우와 전통을 바탕으로 2016년 설립된 ‘가치 생활 파트너’

웅진건강생활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뷰티&헬스 전문기업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네트워크, 직접판매, 바이럴 마케팅, 광고&프로모션을 주요 전

략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직접판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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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필드 이종현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

TEL : 1833-5002

www.apyld.com

회사 설립일 :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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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인 R3 시리즈와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젬마코리아 이우종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4 2층

TEL : 02-1899-4765

www.gemmakorea.co.kr

회사 설립일 : 2009. 6. 1

젬마코리아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삶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새로운 친환경과 건강문화 정착,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 나눔의 삶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프리마인㈜ 이영환 대표이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 명동프라자 504호

TEL : 1644-9846

www.primine.co.kr

회사 설립일 :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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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하

는 글로벌 인류의 건강의 중심 No.1 기업 100세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오상준 지사장 /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2층(태흥빌딩)

TEL : 02-838-268

www.pmi-korea.com

회사 설립일 :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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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연속 11년 동안 우리는 독일의 100대 중소기업에 들었습니다. 피엠인터내셔

널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억 3,300만 달러(USD,2018년 기준)이며,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아미코젠퍼시픽 신용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22 (문정동 29-17) 이레빌딩

TEL : 02-1599-3287

www.amicogenpacific.co.kr

회사 설립일 : 2011. 10

아미코젠퍼시픽은 유전자 검사 및 솔루션 사업을 통하여 사랑 공동체 실현, 혁신적 가치 창출, 글로벌 기업

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공동체입니다. 아미코젠퍼시픽은 본사인 아미코젠을 비롯한 계열사, 형

제사들의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제품과 서비스의 기반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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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메디㈜ 추진룡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86(역삼동) 신영빌딩 11층

TEL : 070-4020-4114

www.renumedi.com

회사 설립일 : 2016. 12. 13

리뉴메디는 제품, 기회,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기업입니

다. 리뉴메디의 제품은 까다로운 자체 검증과정과 높은 수준의 원료 선별, 유럽 유기농 인증인 COSMOS 

인증을 받은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운 삶을 재창조하며 사회에 기여하

는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니오라코리아(유) 스티븐코비브라이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18층

TEL : 1800-5577

www.neora.com

회사 설립일 : 2014. 9. 30

텍사스 애디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니오라는 차별화된 성분이 포함된 링클-임프루빙(Wrinkle-Improving)

스킨케어 & 웰니스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관계 마케팅 기업입니다. 첨단 기술과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분들을 포함하는 니오라의 제품들은 눈에 보이는 입증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1년 8월 미국에서 출범한 이래, 더 나은 삶을 창조한다는 사명아래 Neora는 전 세계 수백만명의 고객

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교육 김인환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TEL : 1588-1185

www.eduhansol.com 

회사 설립일 : 1991. 7. 19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인 한솔교육은 기존의 성

과에 안주하지 않고 방문교육, 전집류(판매), 시설사업 등 교육서비스의 영역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고 있으

며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신사업 발굴 등 

투자와 인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정 승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층

TEL : 02-566-1202

www.macco.or.kr

조합 설립일 : 2002. 12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고

자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산업의 자율정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에 매진하

며 불법업체에 대한 시장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사)한국아동출판협회 이병수 회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61-43

TEL : 031-768-5095

http://kcbpa.kr

협회 설립일 : 1978. 2. 21

한국아동출판협회는 1978년 2월에 창립한 출판사의 모임이면서 현재는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 사단법

인 단체입니다. 아동도서 출판사인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존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출판사의

향상적 진전은 물론 국내 아동도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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