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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존경하는 회원사
가족 여러분!
직접판매산업 발전을 위해서 30년 전에 뿌렸던 자그마한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역사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30년간의 무수한 난관 속에서도 직접판매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원사 여러
분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직접판매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고객에게 다
가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
지만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 ‘Digital Native’ 라고도 불리우는 밀레니얼과 Z세대들의 급부상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여 주었던 혁신적인 상품들과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시대
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면 앞으로 다가올 30년도 분명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방문판
매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포럼 개최와 국내외 포럼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인적판매 네크워크를 확
대해 나가고, 더불어 業의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언론 홍보 강화와 불법업체 근절 대책을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사람 나이 서른이면 이립(而立)’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직접판매산
업협회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나아갈 바를 알고 그뜻을 확고히 하여,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도약
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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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지난 30년은 우리나라 방문 ·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시장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접판매 시장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피라미드업체 때문에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
지만, 대다수의 직접판매 사업자들은 묵묵히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다양해졌고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광고비용 부담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많은 가정에
일자리도 제공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동안 직접판매 시장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업계 종사자와 직접판
매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접판매 시장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
고 있어 대면거래 위주인 직접판매 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
는 가격과 품질로 직접판매 시장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으로 고객 서비스도 강
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시장에서 훌
륭한 명성과 평판을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방문판매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들은 솎아 내고 경쟁력 있고 소비자 권
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은 제대로 대접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30년도 직접판매 시장
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직접판매산업협회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접판매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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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초대 회장을 맡으며 첫발을 내디딘 기억이 또렷한데 벌써 3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30년 발자취는 우리나라 유통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회가 출범하기
이전 우리나라 직접판매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사회적 인식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판매를 하는 기
업도, 영업 현장에 있는 판매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직접판매산업협회가 첫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협회
가 중심이 되어 판매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
여 소비자들이 직접판매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직접판매산업을 성장시켜 구직자
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협회 덕분에 회원사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한때 불법이
나 편법으로 사업을 하려는 회사도 있었는데, 협회의 엄격한 관리로 이런 기업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
니다. 직접판매 회원사들 간 신뢰를 구축한 것도 협회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30년 동안 직접판매산업협회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협회의 성과와 위상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
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더 크게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직접판매가 세
계적 모델로 우뚝 서는 날을 꿈꾸며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더 큰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0년을 함께해 온 회원사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초대 회장 윤석금(웅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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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협회의 5, 6대 회장으로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30년의 역사가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으로 다가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곱지 않는 편견 속에서 시작한 협회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진심을 담은 걸음으로 한 발짝씩 소비자와
함께한다면 유통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계의 입이 되고 손과 발
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업계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직접판매업계의 윤리강령과 신뢰경영 등 기업 스스로가 정해진 법규를 지킨다는 공정거래 자율준
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업계 스스로가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대외적으로 돋보여서,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회 직접판매 세계대회에서 WFDSA로부터 최우수 협회(Winner in Gold Performance)로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이러한 협회의 노력과 뜻을 함께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들 덕분에 직접판매 산업이 중요한 유통 채
널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힘써 왔듯이 앞으로 30년도 묵묵히 그
리고 꾸준히 업계의 길잡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
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5대, 제6대 회장 박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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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wonderful wishes for
your 30th anniversary!
Korean Direct Selling Industry Association,
On behalf of the WFDSA, I’m thrilled to send my warm wishes to KDSA.
I know this year you celebrate the proud milestone of your 30th anniversary. You are among
the oldest DSAs in Asia and through the years, your hard work and commitment have been
truly exemplary.
Today I am proud to see that millions of people are involved in direct selling businesses and
we have played a part in impacting ordinary people’s lives and fulfilling their dreams. That
gives us immense satisfaction and pride.
KDSA continues to stand as a beacon of excellence. Your member companies have set
themselves apart by adhering to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delivering high-quality products
and promoting dependable business opportunities.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in building
sound business principles and helping direct selling to be a more respected industry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DSAs are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co-operation among member companies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association and the direct selling industry. Apart from that, a strong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ssociation and its companies with various regulatory bodies will also
contribute to healthy growth. I want to congratulate KDSA for these important achievements
over the years.
I can count on the full support of KDSA to be a role model for our industr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WFDSA from 62 countries thanks you for your great work. We look forward to
a long future to do well by doing goodness.
All the wonderful wishes for your 30th anniversary!
Warm regards, Magnus

Brann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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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8

4월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설립

1990

3월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회원국 가입

1991

10월

제7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협회 마크 확정

1992

5월

방문판매 관련법 공포(7월 1일 시행)

7월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창립총회
제1대 윤석금 회장 선출

11월

1993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상공부 인가 승인

2월

제1차 정기총회

9월

협회보 「방문판매」 창간호 발행
제8회 WFDSA 세계대회 참가(독일 베를린)

1994

1995

2월

제2차 정기총회

7월

미국 직접판매협회 닐 오펜 회장 방한

8월

방문판매법률 개정 공청회

4월

제3차 정기총회
제2대 윤석금 회장 재선임

1996

7월

「방문판매 법령집」 발간

9월

뉴스킨, 허벌라이프, 제프라 화장품, 암웨이 협회 방문

2월

한국암웨이, 브라이언 A. 찰머스 사장 협회 방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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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월

제4차 정기총회
회원 수첩 제작 배포

9월

제9회 WFDSA 세계대회 참가(호주 시드니)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영문판 발간

12월

1997

2월

제5차 정기총회

6월

WFDSA 워싱턴 방문

7월

협회 홍보 광고 5대 일간지 게재

12월

1998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행동강령’ 채택

2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세미나

제6차 정기총회
제3대 한성태 회장 선출
「다단계판매원 관련 세적 관리 방안」 발간

10월

협회 ‘윤리강령’, ‘행동강령’ 개정

12월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방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학술 심포지엄 개최

1999

1월

감독관제, 라벨링 사업 추진

2월

제7차 정기총회

11월

2000

제10회 WFDSA 세계대회 참가(미국 하와이)

1월

제8차 정기총회

5월

협회 홈페이지 개통(www.kdsa.or.kr)

7월

미국 상무성 차관보 방한 협회 방문

10월

미국 상무성 초청 워싱턴 회의

11월

WFDSA 워싱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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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

2월

제9차 정기총회
제4대 한성태 회장 재선임

5월
11월

2002

2월

‘(사)한국방문  다단계판매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전국 방문  다단계판매 교육 세미나

제10차 정기총회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4월

‘(사)한국직접판매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5월

전자상거래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제  개정 워크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

9월

제11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캐나다 토론토)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박세준 대표 선출 및 공제조합 결성

11월

2003

직접판매공제조합 본격 출범

2월

제11차 정기총회

9월

WFDSA 딕 디보스 회장 초청 강연회
워킹그룹 결성(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분야)

11월

2004

1월

제1회 직접판매세계전시회 개최

제12차 정기총회
제5대 박세준 회장 선출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선포식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교재 발간

7월

‘아  태 경제협력체 소비자 교육 보호 (APEC/CEPI)’ 한국 개최 추진 회의

8월

중국 상무부 대표단, 자국 직접판매시장 개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협회 방문

12월

협회,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기관으로 지정
미등록 불법업체 직원 대상, 협회 첫 강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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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

2월

제13차 정기총회

5월

WFDSA와 KDSA 공동, ‘직접판매 유통산업의 사회  경제학적 기여’에 관한 연구

6월

공정위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 조직
협회 어원경 이사 실무위원 위촉

7월
10월

직접판매의 발전적 제언 세미나
제12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영국 런던)
WFDSA 런던 세계대회, 최우수 협회상 수상

2006

11월

직접판매의 소비자 보호 연구 및 지침서 발간

12월

APEC/CEPI 세미나 ‘한국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최

2월

제14차 정기총회 및 직접판매 윤리강령 선포식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

2007

3월

WFDSA 트루먼 헌트 회장 초청 강연회

4월

협회 18주년 기념 웅진 윤석금 회장 초청 강연회

2월

제15차 정기총회
제6대 박세준 회장 재선임

2008

4월

불법 피라미드 예방 리플릿 제작 및 배포

9월

제1회 일본 방문판매 연구 세미나

10월

대학생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11월

제2차 직접판매 아시아 심포지엄(홍콩)

2월

제16차 정기총회

4월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5월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자료집(CSR Report) 발간

10월

2009

2월

제13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싱가포르)

협회 캐치프레이즈 ‘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선정
제17차 정기총회

6월

「직접판매 분야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발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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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2월

2010

2월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 발족

제18차 정기총회
제7대 홍준기 회장 선출

2011

6월

미국 DSA 창립 100주년 행사

9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

11월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

2월

제19차 정기총회

4월

말레이시아 DSA 컨벤션 & WFDSA 아  태 APS

7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공모전

10월

2012

WFDSA 리저널 컨퍼런스(터키 이스탄불)

2월

제20차 정기총회

3월

협회 정관 변경

7월

개정 방문판매업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

12월

고령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한 세미나
WFDSA 아  태 APS 및 베트남 직판산업 연석 회의

2013

2월

제21차 정기총회
제8대 권영소 회장 선출

5월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후원방문판매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월

말레이시아 DSA 창립 35주년 기념 컨벤션 & WFDSA 아  태 APP
제16회 아  태 소매업자대회(터키 이스탄불)
‘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포럼

11월

필리핀 재난 구호 성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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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

2월

제22차 정기총회
제9대 류제천 회장 선출
뉴질랜드 DSA 창립 40주년 기념 컨벤션 & 아  태 APP

5월

2015

11월

방문판매법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 제출

12월

중국 상무부 대표단 협회 방문

2월

제23차 정기총회

4월

온라인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피해 예방 회의 및 대응방안 제출

5월

방문판매업법 관련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준수 교육

6월

태국 DSA Direct Seling Day & WFDSA 아  태 APP

10월

2016

허위표시 과장광고 예방 교육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제17회 아  태 소매업자대회(필리핀 마닐라)

2월

제24차 정기총회

3월

호주 DSA Annual Meeting & WFDSA 아  태 APP

5월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 피해예방 교육

7월

‘다단계판매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12월

중국 직접판매산업 규정과 발전 국제 세미나

2017
2월

제25차 정기총회
제10대 이우동 회장 선출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로 협회 명칭 변경

3월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
WFDSA 아  태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UAE 두바이)

9월
10월

방문판매법 개정안 추진
제15회 WFDSA 세계대회 참가(프랑스 파리)
제18회 아  태 소매업자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2월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회장 및 회원사 협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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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설립
1987년, 웅진출판 등 방문판매업계의 우수업체 18개사가 건전한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
지 아래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8년 4월 10일에 협회를 설립하였다.
협회 설립 준비 과정 당시, 방문판매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이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았다. 협회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일간신문에 보도된 유통 관련 기사(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를 모두 모아 보도자료집을 제작, 1998년 2월에 회원사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집은 협회가 방문판매 사업 형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방문판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정관 및 준비위원회 일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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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회원국 가입
1990년 3월에 직접판매 세계연맹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여 세계 각국 유통업계 지도자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상기 증서는 WFDSA가 2005년에 세계 직접판매협회 가운데 한국을 최우수 협회로 선정하여 수여한 것으로,
회원국 등급이 ‘Gold’ 로 표시되어 있다.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1978년 설립된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은 국가별 직접판매협회(DSA)들의 연합체로서 전 세계 직접판매산
업을 대표하는 비정부 차원의 자발적 기관이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DSA가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63개국의 직접판매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1억 733만여 독립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통해 미화 1,825억 5,600만 달러에 이르는 소매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WFDSA는 업계 시장 내의
법률, 지도, 교육, 홍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직접판매협회를 지원하고 업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직접판매의
임원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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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2

■ 협회 마크 확정
협회 마크는 남대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중심지인 것에 착안하여, 1991년
에 그 상징물을 로고로 형상화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992년 방문판매 등의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기 전에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방문판매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및 토론회’ 를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법 공포(1992. 7. 1 시행)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협회는 직접판매 세계연맹을 통해 받
은 일본, 독일, 미국의 방문판매 관련법을 번역해서 제공하
였고, 이것이 방판법의 뼈대가 되었다.
배기정 고문은 당시를 회상한 인터뷰에서 “법 제정의 주체인
상공부에서 방판업계에 대한 설명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
었는데, 한 번은 방문 판매원들의 회사별 실태와 세무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해와서 이를 상공부에 가져가기 위해 1톤 트
럭 두 대분의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고 말하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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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2

■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창립총회
1992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초대 회장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선출되었다.

■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상공부 인가
승인
1992년 11월 6일,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
회’ 의 인가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1월 9일에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세
무당국에 등록되었고, 1월 12일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협회 임원
으로 회장 윤석금, 상임이사 배기정 취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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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정기총회
협회는 1993년 2월 24일에 협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회원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맞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 협회보 「방문판매」 창간호 발행
9월 1일, 방문판매업계의 유일한 정보 매체로 계간 협회보 「방문판매」 의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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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세미나 개최
주제 발표자

협회는 방문판매법 제정 1년 및 한국방문판매업협회의 새로운

내용

김재홍

상공자원부 서기관

방문판매법 해설

김동환

변호사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판매인의 정신 자세

매 육성 및 피라미드판매(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방문판매와 소비자

가지고 전국 방문판매 경영자 및 간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

윤석금

방문판매업협회 회장

건전 방문판매 육성

발족에 즈음하여 9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전
국 방문판매업계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이해와 건전 방문판

였다. 신청 접수를 4대 주간지에 게재하였고 전국에서 1,086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참가
인원을 782명으로 조정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다. 주제 발표자는 김재홍 상공자원부 서기관, 김동환 변호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윤석금 회장이었다.

■ 제8회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세계대회 참가(독일 베를린)
9월 26~29일, 제8회 WFDSA 세계대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 세계대회 주요 주제
1) 방문판매
2) 성공을 위한 기초 훈련과 교육
3) 우수한 방문판매 제품
4) 소비자에 대한 사업 윤리
5) 방문판매는 국제화로 가는 길, 세계로 통하는 관문
이번 세계대회에는 36개 회원국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윤석금 회장을 비롯 ㈜현승 장윤문 사장, ㈜트리오
성경윤 사장, ㈜청록천 이봉현 전무와 임직원 12명이 참석하였다.
25

직접판매화보집 6.indd 25

18. 4. 17. 오전 11:40

1994

■ 제2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25일에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 회원사에게 회원 등록
증을 만들어 교부하였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에 등록을 필한 회
원사는 자사 제품에 협회 마크를 활용하거나 광고 등에 협회 회원사임을 명시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보장받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했다(방문판
매법 제22조). 그리고 한국방문판매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자가 협회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칭할 시, 방문판매법 제31조 4항에 의거 500만 원의 과태
료에 처하게 되었다.

■ 협회 이전
협회는 5월 8일 사무국을 확장, 이전하였다. 웅진출판, 풀무원식품, 로얄퀸클럽인
터내셔날, 중앙교육연구원, 남양알로에, 현승, 한국안데르센, 한국암웨이, 삼왕인
터네셔날, 세모, 대우상사에서 사무 집기에서부터 전화기, 화분과 축전까지 보내
주었다. 웅진출판 윤석금 회장실 한 켠에서 약 6개월 동안 지내다가 처음으로 협
회 사무실이 생긴 것이다.
당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 구세군 빌딩 404호이다.

■ 「일본 방문판매법률」 번역본 발간
협회는 1994년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방문판매법률과 소비자 상담을 위
한 방문판매법률, 소비자 상담을 위한 방문판매법률 해설 및 통상산업성의 소비자
보호 행정 관련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 2권의 책으로 제작하여 정부와 소비자 단
체 및 유관 기관과 전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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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직접판매협회 닐 오펜 회장 방한
미국 직접판매협회 닐 오펜 회장이 7월 6일 한국을 방
문, 윤석금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의 및 오찬을 가
졌다.

■ 방문판매법률 개정 공청회
방문판매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상공자원부 전상우 유통과장의 제
안 설명에 이어 김문환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윤석금 회장은 선진국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방문판매법으로 인해, 방문판매업의 성장이 억
제되는 어려움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방문판매의 활성화와 건전
판매의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공청회 이후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정부
가 상정한 방문판매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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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정기총회
협회는 4월 17일 한국방문판매업협회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2대 윤석금 회장 재선임
협회는 4월 17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2대
윤석금 회장의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제청하
여 수락하였고, 신임 부회장단을 선정하였다.
부회장은 ㈜풀무원 대표이사 이규석, ㈜삼성
출판 대표이사 김진용, ㈜트리오 대표이사 성
경윤,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데이빗 어써리
가 선출되었다.

■ 「방문판매 법령집」 발간
협회는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집」 을 새로 발간
하여 7월 15일에 전국 회원사와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
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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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 허벌라이프, 제프라 화장품, 암웨이 협회 방문
미국의 다단계 판매회사 뉴스킨 랜피치 부사장과 코리린들리 국제이사가 방한하여 한국 시장 진출에 앞서 협회
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는 존프리디 국제이사가 방한하여 협회와 논의를 하였고, 제프라 화장품
(질레트 그룹)에서는 라울리 말쿠스 사장이 한국 진출 및 시장 조사를 협의하기 위해 협회를 방문하였다. 암웨
이에서는 본사 마크배인 국제담당 이사가 아시아 순회 중 방한하여 협회와 영업 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 세계연맹 인명록 배포
협회는 1995년도판 직접판매 세계연맹 회
원국 인명록과 연맹 회보 인터내셔널 블
리틴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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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 및 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관 개정을 승인하고 임기 만료된 정진용,
이봉현 감사 후임에 세영상사 이호룡 사장과 서울알로에 이승완 사장을 선출하였다.
총회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77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신고가 의무화된 것을 공유하였다. 방문판매,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상호, 주소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소비
자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암웨이, 브라이언 A. 찰머스 사장 협회 방문
브라이언 A. 찰머스 한국암웨이 사장은 본 협회를 방문, 개정된 방문판매 법률
에서 다단계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정부와 유통업계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한국암웨이는 서울시에 제1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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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등록증 교부
1996년도 협회에 신규 입회한 뉴스킨코리아㈜, 웅진코
웨이개발㈜, ㈜우현인터내셔널, ㈜코리아 테일리, 썬
라이더 코리아㈜ 대표에게 윤석금 회장이 회원 등록
증을 교부하였다.

■ 회원 수첩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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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세계대회 참가(호주 시드니)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주최, 제9회 국제대회가 9
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
되었다. 44개 회원국 750여 명이 참가하였고, 한국에서
는 윤석금 협회장을 비롯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한대
룡, 성경윤 대표이사(트리오), 브라이언 찰머스 사장(한
국암웨이), 서행식 부사장(한국암웨이), 장윤무 사장(현
승), 송영소 사장(로얄퀸클럽인터), 김시중 사장(다이렉
트셀링), 김일철 상무(서한웰), 이준선 실장(컨설팅)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전 세계 2,200만
방판인, 7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 방판업계
에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해
야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남미 시장의 개발
로 방문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열의를 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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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제대회 중요 주제문 번역 책자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영문판 발간
협회는 제9회 국제대회 중요 주제문을 번역, 책자로 배포하였다. 그
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시드니 국
제대회에 참가한 44개국에 배포하였다.

■ 허벌라이프 사장단 협회 방문
세계적인 다단계 판매회사인 허벌라이프 John Purdy 부사장과 한국허
벌라이프 전희덕 사장이 9월 29일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가입 등을 협
의하였다. 서울시에 제90호(7. 18)로 등록한 이 회사는 11월에 한국에 오
픈하였다.

■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행동강령' 채택
WFDSA 제9회 총회에서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에 의해 행동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직접판매업계의 대
헌장인 ‘판매원과 판매원 사이 및 기업 사이에 지켜야 할 행동강령’ 과 ‘소비자에 관한 행동강령’ 은 WFDSA가 각
국의 직접판매협회를 위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이 강령은 직접판매 회사와 직접판매원과의 관계, 직접판매원 사
이, 그리고 직접판매 기업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강령의 목적은 직접판매원의 보호, 자유 기업의 테두
리 안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 직접판매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직접판매 기업의 수익 기회에 대한 윤리적인
대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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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년도 결산을 하고 1997년 사업계획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정관 개정을
승인하고 협회 내에 방문 · 다단계판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다단계판매 위원장에 박상복 ㈜세모 사장을 선임하고, 화장품업계 부회장에 김두환 한국화장품㈜ 사장을 선임
하였다. 신규 이사로 김효제 라미상사㈜, 한성태 뉴스킨코리아㈜, 이영길 NHB인터네셔날㈜, 김박 ㈜삼왕인터
내셔날, 이규석 풀무원생활㈜, 백광흠 ㈜세비앙몽드, 박관수 ㈜썬웨이브인터내셔날, 최장식 렉솔코리아㈜, 전희
덕 한국허벌라이프㈜, 강귀희 ㈜노이폼하우스 대표들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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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세계연맹 방문
협회 배기정 전무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의
세계연맹 닐 오펜 사무총장과 만나고, 애노피너 국제
이사, 테레사 젠닝 변호사 등과 다단계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다. 미국 각 주마다의 MLM 관련 법률과
문제점, 한국과의 차이점 등 한국에서의 다국적 기
업들이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직접판매 세계연맹은 한국 소비자, 환경 · 시민 단체
와 한국암웨이가 대립 양상을 벌이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률 개선 관련 공청회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신뢰의 바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 다단계판매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통상산업부는 1997년도 다단계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다단계판매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6
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가격 표시제, 자본금 상향 조정, 업계 지도 · 단
속 강화, 표준약관 제정, 시 · 도에 신고하는 환불보증금, 공탁과 관련 분기별 신고 등의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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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세미나
12월 5일에 소비자보호원 주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의 실효성 확보
2)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의 일부 보완
3)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의 개선
4) 방문판매협회의 기능 강화
5) 전화 권유 판매 관련 입법 추진
김민배 교수(인하대), 신종원 실장(YMCA), 강응선 논설위원(매일경제), 한상록 사무관(통상산업부), 배기정 방
문판매협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에서 배기정 전무는 신방판 금지, 표준약관 제정, 판매원 교육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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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다단계판매

한국방문판매업협회가
지켜갑니다.

■ 협회 홍보 광고 5대 일간지 게재
협회는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자 5대 일간지(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에 전 5단으로 협회 광고
를 게재하였다.

■ '다단계마케팅의 전망과 발전방향' 논문집
발간
협회는 ‘다단계마케팅의 전망과 발전방향’ 에 대한 학술적인 용
역을 김홍섭 교수(인천시립대)와 체결,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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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26일에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석금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동
북아시아 담당 부회장인 리차드 S. 존슨 씨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
인하고,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공로패 증정
1988년 4월 10일 협회 발족에서부터 1998년 2월 26일까지 10년간을 회장으로 재임하며 지금의 협회가 있기까
지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준 윤석금 회장의 업적을 치하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한성태 신임 회장
이 대표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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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한성태 회장 선출
윤석금 회장의 사임에 따라 뉴스킨 한성태 대표이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호룡, 이승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감사에
사미트 허남 대표와 코리아데일리 우동호 대표가 선출되었다.
취임사에서 한성태 회장은 부족함이 많지만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협
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부회장단으로는 ㈜풀무원 대표이사 이규석,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브라이언 A 찰머스, 교원그룹 대표이사 장평순, 앨트웰㈜ 대표이사 김
박, 썬라이더코라이㈜ 대표이사 배종빈, 청호나이스㈜ 대표이사 손시
헌 6명이 선임되었다.

■ 「다단계판매원 관련 세적 관리 방안」 발간
협회는 1997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다단계판매원 세제 개선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 개선’ 건의문을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 국세청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법 개정(국세청고시 제98-2호 98. 1. 8)이 됨에 따라 ‘다단
계판매원에 대한 세적 관리 방안’ 과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전국 다단계 회사(비회원사 포함)에 우편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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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유통업 등록 현황집 출판 및 배포
협회는 1998년도판 전국 유통업 등록 현황집을 제작, 전국 회원사 및 16개
시 · 도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전국 시 · 도에 신고 등록된 회사는 총 8,160개
이다.

■ '무점포 판매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업계 의견서 제출
산업자원부는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점포 판매 제도 개선 방안’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 시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안을 협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규제 일변도의 정부(안)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업계의 1차 의견서를 5월 8일 정부에
제출하고, 유통 관련 4개 단체(방문판매협회, 화장품협회, 건강보조식품협회, 출판경영협회)와 5차 회의까지 걸
쳐 의견을 취합하여 산업자원부에 규제 완화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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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방문, 통신 판매에 있어서의 피해 유형 및 대처
방안' 홍보 책자 발간
협회와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원의 지침서를 발간하여 전국
16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 면, 동사무소에 비치용으로 배포했다.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 행정자치부, 재경부 및 전국 소비자 단체 및 유관 기관, 협회 회원사에
도 배포했다.

■ 클린턴 미국 대통령, 직접판매 격려사 비디오물 제작 배포
협회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직접판매와 관련한 격려사를 워싱턴으로부터 입수하여, 직접판매 세계연맹
(WFDSA) 및 한국협회의 PR과 다단계와 피라미드 판매의 유형 비교표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원 교
육 및 홍보용으로 전국 회원사 및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유관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배포 직후 현장의 뜨거
운 반응으로 추가 제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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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행동강령

1.	우리는 질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생활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우리는 계약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리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신뢰
와 바탕에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2.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 판매원으로서 신의를
갖고 소비자에게 강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이윤증대만을 위해 저질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
를 삼가며 건전한 직접판매 육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경쟁사의 판매조직의 운영방식, 활동내용 등
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회사의 상품, 판매방법에 대하여 부당한 중상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우리는 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
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피해사례가 접수된 때
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우리는 직접판매로 인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원활한 인간관계와
부의 축적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재창출에 이바지한다.
7.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가지 사회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
8. 우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5.	우리는 하위 판매원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후원한다.
6.	우리는 판매원의 활동이 개인이나 회사에 피해가 가
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7.	우리는 이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9.	우리는 한국방문판매업협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
며 건전한 직접판매 정착에 노력한다.

■ 협회 '윤리강령', '행동강령' 개정
10월 8일, 임원회의에서 1998년 12월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초청안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협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심의를 통해 개정 완료하였다.

■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학술 심포지엄 개최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다단계판매의 부정적 인식과 경
기 불황으로 직접판매업계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술 심포지엄은 직접판매의 올바른 이해와 업계의 자
세, 학문적 정립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한성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직접판매에 대한 올바른 국민 인식 제고를 위
한 학문적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이석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직접판매의 정착과 건전
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솔선수범과 소비자 보호, 우수한 제품, 양질의 서비스, 업계의 자정
기능 강화, 판매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직접판매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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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방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직접판매협회 회장이며, WFDSA 사무총장인 닐 오펜이 방한하였다. 산업자원부,
미대사관, 소비자보호원, 협회 방문에 이어 코리아나화장품, 뉴스킨, 암웨이 등을 방문하였고, 본 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 강연하였다. 또한 국내 기자 회견과 언론 중진들과의 대담
을 통해 유통 분야에서 직접판매가 갖는 비중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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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제, 라벨링 사업 추진
협회는 1월 14일 다단계분과 임원사와 조찬 모임을 갖고, 한국방문판매업협회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감독관제
와 라벨링 사업을 논의하였다. 감독관제는 1998년 12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학술 심포지엄’ 에서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업계의 자율 정화와 소비자 판매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닐 오펜 회
장은 감독관의 주요 임무에 대해 ‘협회의 윤리강령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 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감독관 제도는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방문판매업계가 불
법 피라미드와는 전혀 다른 합법적인 산업 부문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판매원, 판매업체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직접판매 세계연
맹 행동강령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라벨링 사업은 회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협회의 로고를 부착해 회사와
제품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 감독관 제도 팸플릿 제작
협회는 감독관 제도와 관련 홍보 팸플릿을 제작했다. 감독관 제도 설립 배경, 감독관의 주요 임무, 소비자의 신
청 절차, 업무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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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26일,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성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산업자원부 이현식 유통산업과장
의 축사가 있었고 1998년도 사업, 감사 보고 및 수지 결산을 승인하고,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정관 개정에 이어 공석 중인 부회장에 전희덕 한국허벌라이프㈜ 지사장을 선임하고 협회 내에 감독관
을 두기로 하였다.

■ 임원 명단

부회장 스티븐 A. 로빈스
한국암웨이(주) 대표

부회장 장평순
교원그룹 대표

부회장 최익성
썬라이더코리아(주) 대표

부회장 손시헌
청호테크(주) 대표

감사 우동우
(주)코리아데일리 대표

감사 허남
(주)한국사미트인터 대표

회장 한성태
뉴스킨코리아(주) 대표

부회장 김박
앨트웰(주) 대표

부회장 전희덕
한국허벌라이프(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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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다단계 · 통신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 토론회
소비자, 업계, 학계, 행정 당국의 대표자가 모여 현안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소비자 토론
회’ 가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여 9월 30일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열렸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진행하였고, 소비자 대표는 신종원(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소협 실행위원
장), 다단계판매업 대표는 한성태(한국방문판매업협회 회장, 뉴스킨 대표), 통신판매업 대표는 최영재(한국통신
판매업협회 회장, LG홈쇼핑 대표), 방문판매업 대표는 손시헌(한국방문판매업협회 부회장, 청호테크 대표), 학
계 대표는 이은희(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행정 담당은 엄기섭(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사무관)이 참석
하였다. 자유토론은 시민의 모임, 주부교실, 주부클럽, 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여협, 소비자연맹, YMCA,
YWCA, 소비자, 한국방문판매업협회 회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한성태 협회장은 다단계판매는 법률에 의해 등록, 청약 철회 및 환불 보증금의 공탁을 하고 있고 회사마다 소비
자 보호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협회에 감독관 제도를 도입, 소비자와의 분쟁 조정 및 윤리강령 준수를 관리 감
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비회원사의 일부 불건전한 피
라미드형 업체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건전 다단계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
였다.
협회는 판매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세미나와 법률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법률
토론회를 가졌고, 5대 일간지에 건전 다단계판매 광고를,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홍보를 하였
으며, 그외 팸플릿을 제작하여 건전 다단계판매 정착에 노력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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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WFDSA 세계대회 참가(미국 하와이)
제10회 WFDSA 세계대회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마우이에서 50여 개국 8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 대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되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기조 연설 및 유통 전반의 현황과 비전 제시 등 분야별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제11회
세계대회는 200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5박 6일간의 행사를 마감했다. 제10회 세계대회에는 짐
프레스톤 WFDSA 회장, 닐 오펜 미국 DSA 회장, 한성태 한국 DSA 회장, 일본 마사노리타수카와 회장, 딕 디
보스 암웨이 사장, 크리스토퍼 헤어 허벌라이프인터네셔날 사장 등 세계 각국 대표들과 부시 전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20세기 마지막 대회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주제별 회의에서는 한성태 회장이 한국의 실
정과 KDSA의 역할 및 현황 설명에 이어 2000년 계획을 발표, 각국 대표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DSA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
2000년을 맞이하고 있다며, 직접판매에 대한 법률이 규제 일변도에서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점
차 좋아지고 전망도 밝다고 발표했다. 한성태 회장은 정확하고 숙달된 영어로 발표를 했으며 각국 대표들은 열
띤 호응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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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28일,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한성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의 축사
가 있었으며 1999년도 사업, 감사 보고 및 수지 결산을 승인하고 2000년도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임기
만료된 감사를 연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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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신문 광고 게재
협회는 신문 광고를 5월 3일, 8월 29~31일 조선, 동아, 중앙일보
사회면에 5단으로 게재하여 독자, 업계, 회원사 및 정부측으로부터
좋은 광고로 격려를 받았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
드판매 비교표 광고로 회원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 협회 홈페이지 개통
협회는 5월 8일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 홈페이지에는 협회 설립
목적, 입회 안내, 조직 구성, 조사 분야, 회원사 명단, 법률(공정거
래위원회), 직접판매 세계연맹 등 모든 정보를 수록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dsa.or.kr이다.

■ 미국 상무성 초청 워싱턴 방문 협의 및
주한 미국 대사관 상무관 등 협회 방문
6월 5일, 협회 배기정 전무는 미국 상무성 초청으로 워싱
턴을 방문, Linda S. Droker 한국 과장, William R.
Golike 담당관과 회의를 갖고,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의
중요성, 미국의 입장, 유통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 실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회의
6월 7일, 배기정 전무는 WFDSA(워싱턴)를 방문,
닐 오펜 총장, 딕 존슨 부회장, 아나휘너 부회장 및
조지 마리아노와 회의를 가졌다. WFDSA는 직접판
매에 있어 세계 5위인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률 개정 방향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8월 마
닐라에서 개최되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관련
APEC/CEPI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비용은
세계연맹이 지불할 것이며, 2001년 한국과 중국의
회의 주최국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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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성 차관보 방한 협회 방문
7월 26일 미국 상무성 정동수 차관보가 방한, 협회를 방문하여 유통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한미대사
관 상무관 및 관계자들을 대동한 정 차관보는 방문판매법률 개정 방향 및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상황에 관심을
가졌고 2002년 한국에서 개최될 APEC/CEPI 소비자 관련 국제회의에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 미국 상무성 초청 워싱턴 회의
배기정 전무와 강홍기 팀장(서울시)은 10월 30일, 미국 상
무성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상무성에서 정동수
차관보, 윌리엄 골리케 등 미국 관료들과 회의를 갖고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 한국의 입장 등 유통 관련에 대
한 의견을 나누었고 미국 상무성은 한국의 방문판매 법규
개정과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 워싱턴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회의
배기정 전무와 강홍기 팀장은 11월 1일, 워싱턴 직접판
매 세계연맹을 방문, 닐 오펜 총장과 회의를 가졌다.
전 세계 53개국 DSA의 본부인 세계연맹은 서울시 강
홍기 팀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세계 각국의 현황과 미
국 DSA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다. 닐 오펜 총장은 미
국 DSA와 한국 DSA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협조
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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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률 개정 공청회
11월 25일, 한국방문판매업협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방문판매법률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법률
개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과장의 설명에 이어 소비자보호원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
걸 국회위원도 참석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말했다.

■ 전국 다단계판매업 교육 세미나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시 · 도 다단계판매회사 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교육 세미
나는 전국적인 행사로 열렸으며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다.
협회 한성태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직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건수가 1998년 3,068건, 1999년 2,227건이
고 이 중 협회 회원사의 피해 사례는 0.04%에 해당하며, 이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결과로 현시점에서
근시안적인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비회원사 방문을
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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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5일,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한
성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의 축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과장의 법률
개정의 방향에 대한 소개와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2000년도 사업 감사 보고 및 수지 결산을 승인하고
200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임시 의장으로 선임된 임태수 ㈜세모 사장의 진행으
로 한성태 현 회장을 재선임했다. 정광모 회장은 축
사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전 판매가 정착되기
까지 업계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일하는 단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제4대 한성태 회장 재선임
협회는 제9차 정기총회에서 한성태 현 회장을 재선임
함으로써, 협회 제4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수석 부회
장에 청호테크㈜ 손시헌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부회장
단에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데이비드 어써리, 앨트웰
㈜ 대표이사 김박, 한국허벌라이프㈜ 대표이사 전희
덕, 교원그룹 대표이사 장평순, ㈜코리아나화장품 대
표이사 송운한 5명을 선임하였다. 이어 배기정 전무이
사의 연임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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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방문 · 다단계판매협회' 로 협회 명칭 변경

■ 전국 방문 · 다단계판매 교육 세미나
전국 방문 · 다단계판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세미나가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본 협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방문 · 다단계 판매회사 임직원 340여 명과 16개
시 · 도 유통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판매법률 개정 방향 및 행정 법규 준수, 소비자 보호, 업계의 자
세 등에 대해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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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10차 정기총회를 2월 28일에 개최하였다. 임기 만료된 우동호 감사를 재선임하고 직접판매 이미지 개
선을 위해 MBC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골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방
문판매에 있어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도 일정한 경우 다단계판매로 포함시켜 신제품 규제 근거를 마련했고,
다단계 설립 실질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로 통일시켰고, 반품 기간을 3개월로 했다. 이
법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5월 입법 예고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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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직접판매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협회는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사)한국직접판매협회’ 로
협회 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4월 15일 한국직접판매협회
로 변경했다. 워싱턴에 세계연맹을 비롯, 전 세계 50개
국이 협회명을 DSA(직접판매협회)로 사용하고 있어 한
국도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 개정법 설명회
협회는 11월 19일 전국 시 · 도 담당 공무원 및 네트워크 마케팅업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정법
설명회’ 를 개최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 방판업체 관계자 및 전국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올바른 법률 해석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을 하였다. 이
날 개정법 설명회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개정 법령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배포하여 참
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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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마케팅 공익 광고
협회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 광고를 4월 1일부터 MBC 라디오를 통해 부산 지
역에서 시작했다. 협회는 이번 공익 광고를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 방문 · 다단계판매를 소비자가 이해하는 계기
를 마련했다. 카피의 주요 내용은 여자 주인공이 상품 구매를 만족하고 자신이 권유한 친구도 상품에 만족한다
는 내용이다. “고객이 고객을 부르는 신개념 마케팅, 세계 50개국이 함께합니다.” 라는 나레이션으로 직접판매를
조명했다.

■ 전자상거래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제 · 개정 워크숍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통신판매협회와 공동 주최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업계와 소비자
단체 및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의견을 토론 수렴하는 워크숍을 5월 17일 증권연수원에서 각계 대표 15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유통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열띤 토론은 18일까지 진행됐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법조계의 뜨거운 공방으로, 방문 · 다단계판매 분야, 보험 제도 분쟁 조정
분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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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
협회는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위원장을 초청하여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배기정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남기 위원장은 “방문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에 의한 상품 거래가 급성장하고 직접판매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업계 종사자와 직접판매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며 직접판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최근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와 언론의 문제 제
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관련 업계나 사업자 단체에서 좀 더 자정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수당근거명시 등 새 방문판매법의 규정사항을 준수
하고, 공정위에서도 법 개정을 계기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접판매협회 한성태 회장, 통신판매협회 최영재 회장, 한국암웨이 박세준 사장, 앨트웰 황용
석 사장,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허벌라이프 전희덕 사장, 청호테크 손시헌 사장 등 양 단체 회원사 사장 30명이
참석했다.

■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네트워크매거진, 한국마케팅신문 광고
협회는 8월 21일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활동을 반대하는 광고를 5단으로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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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캐나다 토론토)
WFDSA 세계대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 50개국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한국 대표단은 한성태 회장(NSE), 황용석 부회장(앨트웰), 전희덕 부회장(허벌라이프), 나봉룡 상무(암웨
이), 성경윤 사장(트리오), 남광, 한상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등 15명이 참석했다.
100조 원의 황금어장 직접판매의 현황과 정책 토의, 세계 최고 강사와의 만남 등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비전
이 있었다. 특히 한국 DSA의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MBC 라디오 광고와 갤럽리서치 결과 등이 이슈가 되어
열띤 토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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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박세준 대표 선출
및 공제조합 결성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세준
대표는 공제조합 설립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실무 인원을 보강하여 공제 규정, 계약 약관, 정관을 제정했다.
발기사는 한국암웨이, 앨트웰,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 뉴
스킨, 한국사미트, 한국롱제비티, 유니시티, 선사인, 세모 등 10
개 회사이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본격 출범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직접판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출자금 200억 규모의 공제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한국암웨이, 앨트웰,
한국허벌라이프, 한국사미트, 썬라이더, 한국롱제비티, 엔에스이코리아, 유니시티네트워크코리아, 네이처스선샤
인코리아, 세모에스엘 등 국내 상위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박세준 이사장은 “이번 직접판매공제조합 설립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며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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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손시헌
청호테크(주) 대표

부회장 박세준
한국암웨이(주) 대표

부회장 황용석
앨트웰(주) 대표

부회장 전희덕
한국허벌라이프(주) 대표

부회장 송운한
(주)코리아나화장품 대표

부회장 이행순
(주)한국글렌도만 대표

부회장 이용학
썬라이더코리아(주) 대표

감사 우동호
(주)엠비유 대표

회장 한성태
엔에스이코리아(주) 대표

■ 제11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11차 정기총회를 2월 26일 개최했다. 2002년도 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을 승인하고, 감사 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금년 사업으로는 제1회 직접판매세계전시회를 11월 개최하기로
하고, 교육 자료(비디오물)를 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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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그룹 결성(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분야)
협회는 방문 · 다단계판매 분야별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와 건전 판매 정착을 위해 자
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석이 난해한 방문판매법 여러 사항을 2명의 변호
사를 선임하여 업계가 공동 논의 대응키로 했다. 가령, 상품권 위탁 알선 여부와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 3
만 원의 교육비가 자체적 교육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후원 수당 35%가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여부, 해외 연
수 등 이벤트 사업이 후원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
였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확대해 공동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와 관련업계 전
체의 공동 사업과 분쟁이나 쟁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딕 디보스 회장 초청 강연회
직접판매 세계연맹은 전 세계 57개국 직접판매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비정부기구로 직접판매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딕 디보스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만 4,600
만 명에 달하며, 이로써 직접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고 하면서 “각국의 고용
창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전체 직접판매 시장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거대 시장이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사업가 정신이 함께 발현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 하며 “직접
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소비자 단체들이 연계해 직접판매 관련 법규를 만들어 불
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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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직접판매세계전시회 개최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제2의 도약’ 이라
는 주제로 2003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무
역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전시회는 업계 종사자들에
게 직접판매가 신유통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
과 자신감을 심어 준 행사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직접판매업계의 우수 제품 전시, 각종 교육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국
내 직접판매업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당당히 드러내고
업계의 내부 결속 및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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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는 한국암웨이, 앨트웰 등 국내 주요 직접판매기업을 비롯, 국내 22개사와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기업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전시회의 위상을 갖추었고,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개막식에는 닐 오펜 직접판매 세계연맹 사무총장, 김원길 국회의원, 안희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유재운 공
정위 특수거래보호과 과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한성태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장, 김재원 네트워크 마케팅 회장, 이
한억 직판조합 이사장, 박동식 특판조합 이사장,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 황용석 앨트웰 대표 등 업계 관계자
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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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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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발전대상 시상식에서는 건전한 기업 경영으로 업계 이미지 쇄신 및 발전에 공헌한 것을 기려 한국암웨
이가 직접판매 세계연맹으로부터 직접판매 발전대상을 수상했고, 전시회 주관사로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월간 네트워크매거진(발행인 신우선)이 직접판매 세계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앨트웰, 썬라
이더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등 16개 기업은 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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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협회 내 자율조정위원회 설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APEC/
CEPI 국제회의 한국 개최, 유통업계 실태 조사 등 2004년 사업 계획을 인준했다.

■ 제5대 박세준 회장 선출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 42개사의 만장일치로 선출
했다. 박세준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방문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겠다.” 고 말하였다.
신임 부회장단으로 앨트웰㈜ 대표이사 황용석, 엔에스이코리아㈜ 대표이사 유병석, 썬라이더코리아㈜ 대표이사
이용학, 한국허벌라이프㈜ 대표이사 강동성, 제이유네트워크㈜ 대표이사 정생균, 웅진코웨이개발㈜ 대표이사 박
용선, ㈜청호인텍 대표이사 황종대 7명이 선임되었으며, ㈜엠비유 대표이사 우동호 감사가 연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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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선포식
협회는 4월 8일 직접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
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국장과 이한억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임직원, 공정거래협회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원사 21개 업체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언했다. 박세준 회장
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직접판매업계의 윤리경영, 신뢰경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업
계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
율준수 프로그램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협회는 각 회원사에 전담 부서를 두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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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 경제협력체 소비자 교육 보호 (APEC / CEPI)' 한국 개최 추진 회의
협회는 7월 20일에 소비자 교육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인 APEC / CEPI(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sumer Education & Protection Initiative) ‘아  태 경제협력체 소비자 교육 보호’ 한국 개최를 추진하기 위
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학회, 미국 대사관, 직접판매 세계연맹, 직접판매교육재단, 직
접판매공제조합 등 관계자와 회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재운 과장, 배영수 서기관, 소비
자단체협의회에서 박인례 사무총장, 한국소비자학회에서 이희숙 학회장(충북대 교수), 미국 대사관 Helen
Peterson 상무관, Grace Sung 스페셜리스트, 직접판매 세계연맹에서 Tamura Gabilaia(국제 담당 매니저), 직
접판매교육재단에서 Bettie Smith(프로젝트 담당 이사), 한국직접판매협회에서 배기정 부회장, 나봉룡 이사, 어
원경 사무국장,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김장환 상무이다. APEC / CEPI 후원 기관인 직접판매 세계연맹 국제 담
당 매니저인 타뮤나 가빌라이아의 연맹 소개와 직접판매교육재단 프로젝트 담당 이사인 베티 스미스의
APEC / CEPI 소개 등이 어원경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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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배기정 상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PEC(아  태 경제협력체) 한국 개최와 더불어 APEC에서 승인된
CEPI(소비자보호운동)를 개최하고자 한다.” 고 밝히고 “최근 유통 산업의 발달로 무점포 판매 산업 및 전자상거
래, 통신판매 등 직접판매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맞춰서, 직접판매산업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한 자율 준수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취지를
두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 CEPI 2004 KOREA(가칭)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였다.
⁎ APEC / CEPI는 1994년 4월 28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회의에서 발의하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다. APEC / CEPI는 직접판매 세계연맹과 직
접판매교육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 간의 책임 있는 사업
풍습과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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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협회는 6월 24일 섬유센터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분야 37
개사의 임원 및 자율준수 관리자, 리더사업자 1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홍대원 서기관
이 교육을 했으며 자율준수 프로그램, 방판법 및 정부의 향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주제로 CP 활성화와 올바른
운영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교재 발간
협회는 관련자 교육 등의 교재용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을
제작하여 전 회원사에 배포하고 공정거래 특수판매 분야 임직원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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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대표단, 자국 직접판매시장 개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중국 상무부 대표단(단장, 공상행정관리 총국 양숙금 국장) 12명이 8월 12일 방한, 연말 직접판매시장 개방을
앞두고 ‘직접판매관리법’ 제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등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회의를 가졌다. 중국 대표로는 덩 즈한(상공부 부처장), 린 즈한(상공부, 서비스업계 분야 부장), 지앙 지히
지안(상공부 과장), 우동라이(상공부 시장제도건설부 과장대리), 통지(상공부 국제조약법률부 과장대리), 양숙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SAIC 등록부 국장), 즈항 흐이(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법무부 처장), 우안(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안티피라미드판매사무국 부장), 리 웨이후아(국가세무총국 거래세금부서 과장), 즈항퀸디(중국 공중보
안성 경제조사부 국장), 왕 콩츄안(중국 공중보안성 경제조사부 과장), 리우티안펭(중국 공중보안성 법무부 부
장)이 참석하였고, 한국 대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유재운 과장과 배영수 서기관이 참석하여 직
접판매법 및 운영, 소비자 보호, 분쟁 조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 중국 상무부 대표단, 자국 직접판매시장 개방 관련 협회 방문
중국 상무부 대표단 일행은 8월 13일 직접판매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회장단과 회의를 가졌다. 중국 대표단은 직
접판매시장 개방을 앞두고 직접판매 회사들의 설립에서 영업 방식, 상품 선정, 마케팅 플랜, 소비자상담실 운영
과 소비자 분쟁시 대처 방안, 피해 보상, 조합의 역할과 회원사 관리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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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 정책 세미나
협회는 직판조합과 공동 주최로 12월 13일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인트 공유 마케팅에 대한
문제점과 법률적인 사항 등을 다루었다.
박세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도는 업계 모두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
로 가려고 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원 서기관(공정위)의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김준녕 소장(전략마케팅연구소)의 직접판매업 보상 플랜의 장단점 분석, 이기엽 교수(홍익대)
의 공유 마케팅 보상 플랜 분석, 남광 변호사의 공유 마케팅에 대한 법률적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 세미나
12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 세미나(2차)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준수 관리자들에게 방문판매법 및 제도에 대한 법규 해설과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담당 업무 수
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업계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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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기관으로 지정, 첫 강제 교육 실시
12월 22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교육 명령을 내린 S업체에 대해 처
음으로 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S업체 임직원과 판매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강사
는 공정거래위원회 우명수 소비자보호과장과 협회 어원경 사무국장이 맡았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교육 명령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임직원과 소속 판매원 중 일정 비율을 참석시킨 가운데
3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 배기정 부회장, 공정거래 기여 정부 표창
배기정 부회장은 직접판매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31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
창장을 수상했다. 배기정 부회장은 18년간 직판업계에 종사
하면서 방판법 제정 및 개정에 참여했으며, 특히 소비자분쟁
조정위원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조정 역할에 충실하
는 등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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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정기총회
협회는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사업보고, 감사보고, 수지 예산 결산 등의 보고가 있었고 새로운
임원진 선출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04년 주요 사업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협회 공정위 교육기관 지정, 소비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규 임원진 선출을 통
해 배기정 부회장이 비상근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어원경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 세미나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월 22일 게이트웨이 빌딩 9층 1회의실에서 ‘무
점포 판매업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통 신업태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무
점포 판매업의 여건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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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와 KDSA 공동 '직접판매 유통산업의 사회 · 경제학적 기여'에 관한 연구
협회는 WFDSA와 공동으로 직접판매(방문, 다단계)업체가 한국 경제 내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 조사연구
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업계가 한국 경제 내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추진되었고,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어니스트 & 영(Ernst & Young)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은 각 해당회사와 판매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직판협회 59개사(2004년 5월 기준) 중 53개
사에 설문지가 배포됐고 설립 1년 이하 회사는 제외했다.
직접판매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직접판매가 사회  경제적으로 상
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조사 자료는 책으로 제작되어 국회,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 유
관기관, 관련 기구, 업계 등 약 600여 곳에 배부되었다.
직접판매는 한국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직접판매원
의 연평균 소득은 86만 7,000원이며, 직접판매회사 소속 임직원의 연평균 수입은 2,268만 원이다. 2004년 한국
의 직접판매원은 모두 450만 명이고, 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160만 명, 직접판매회사 소속 임직원 수는 1만 9,400
여 명으로 수당과 임금을 모두 합치면 1조 8,5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여기에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불과 고
용증대 등을 통한 간접고용비용(약 1조 1,710억 원)과 직판업체 직원, 판매원 및 납품업체 직원들의 소비활동을
통한 고용 유발효과(약 8,630억 원)를 합친 추가적인 경제기여 금액도 약 2조 3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직판업체의 직, 간접적인 기여도를 모두 환산하면 연간 3조 8,840억 원에 이른다.

2003년도 한국직접판매산업 개인소득 기여금액
(단위 : 10억)

총 개인소득 기여금

간접 & 유발효과
기여금
￦2,034

￦3,884

￦863

유발효과
직판회사 임직원, 판매원 및 납품업체 종사자의 소비
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소득

￦1,171

간접경제활동
직판, 납품업체 종사자의 개인 소득

￦1,850

직접경제활동
판매원수당과 임직원 임금의 총액으로 직판 회사 운
영을 통해 획득한 개인소득의 총합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고용, 소득증대, 투자, 세금납부 등 개인 및 가정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여
도 간과할 수 없다. 직접판매를 통한 자부심과 자신감 고양을 비롯하여 조직관리 및 전반적인 사업 기법 터득은
비단 직접판매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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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의 발전적 제언 세미나
한국직접판매협회는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7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직접판매의 발전적 제
언’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유통개방 10년을 맞는다’ (변명식 한국유통학회 회장), ‘직접판매의 사회 경제적 기여’ (어원경 한
국직접판매협회 이사), ‘직접판매의 성장과 피해예방’ (김장환 직접판매공제조합 상무), ‘직접판매 발전방안’ (임영균
광운대 교수), ‘향후 정책방향’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등 5가지로, 국내 직접판매시장의 현재를 점검하고
전망을 밝히는 자리였다.

■ 공정위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 조직,
협회 어원경 이사 실무위원 위촉
6월 24일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 가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공정거래위
원장과 자율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자율관리위원회 운
영방안 및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9월 29일, 소비자 부문의 민간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위원회는 기업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
는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을 제정, 공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 임직원들로 하
여금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소비자 관
련업무 처리에 있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피해발생 예방 및 신
속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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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영국 런던)
10월 19일~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세계를 하나로 Bridging the World” 라는 주제로 제12회 WFDSA 세계대회가
열렸다. 급속히 변화하는 직접판매업계의 트랜드와 이슈를 교환하고 업계의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57개국에서 650여 명이 참가하였고, 한국을 대표해서 협회 박세준 회장과 어원경 상무, 직접판매공제조합
의 김장환 상무, 한국암웨이의 나봉룡 전무, 뉴스킨 유병석 지사장, 앤알커뮤니케이션의 조창식 대표, 아이쓰리샵
안중현 사장, 신중현 이사, 중앙대 이규환 교수, 다이렉트셀링 김혜영 발행인 등이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여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업계 리더들의 성공 전략과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 직접
판매에서 인터넷의 중요성 등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나누면서 각 나라 직접판매 업계인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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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런던 세계대회, 최우수 협회상 수상
WFDSA는 3년에 한 번씩 세계연맹 57개국 직접판매협회를 대상으로 각 협회의 업적과 수행능력을 조사, 평가해
서 골드, 실버, 브론즈, 기타의 4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다시 분류해 분야별로 최우수 협회 한 곳씩을 선정
한다. 이번 골드그룹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총 13개의 국가가 선정되었으며, 이 그룹 중 한국직접판매협회
가 최우수 협회로 최종 결정됐다. 시상식은 2005년 10월 21일 제12차 직접판매세계대회 폐막식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세준 회장은 상패와 상금을 수여받았다.
수상을 한 박세준 회장은 “최우수 협회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삼겠다” 고 수상 소감을 열었다.
그리고 “최근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히 업계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인 것 같다. 아직도 협회와 업계가 함
께 헤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업계 정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직접판매협회가 세계 우수 직접판매협회들 가운데서도 최우수 협회상
을 수상한 이유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올해 발표한 직접판매 유통산업이 사회  경제학적 기여에 관한
연구, 세미나, 공청회,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으로 꼽았다. 끝으로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서 세계 직접판매의 트렌드
를 배우고, 각국에서 온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현재의 이슈를 교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
다.” 고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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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의 소비자 보호 연구 및 지침서 발간
협회는 직접판매업 임직원들에게 소비자 보호의식 고취 및 소비자 업무 처리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10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협약을 맺
고 ‘직접판매와 소비자 보호’ 를 연구하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협회는 이번 연
구와 지침서를 통해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 소비자 문제의 능동적인 처리, 소
비자 신뢰의 재구축, 기업 및 이미지 개선 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APEC / CEPI 세미나 '한국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최
12월 15일 한국직접판매협회는 직접판매 세계연맹과 직접판매교육재단과 함께 APEC/CEPI 세미나 ‘한국시장에서
의 소비자 보호’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장려, 소비자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 소비자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박세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의 개최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잘못된 시각과 이해 부족
으로 발생한 업계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는 그동안 노력해 왔으며, ‘법을 스스로 지키자’ 라는 공정거
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용하였고, 우리 산업의 사회  경제적 기여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밝혔다.
주한미대사관의 헬렌황 참사관,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타뮤나 가빌라이아 이사, 직접판매교육재단의 베티스미스 이
사, 미국 소비자연맹의 린다 골로드너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재운 과장이 1부에서 강의를 하였고, 2부 세미나
에서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의회 김태영 국장이 발제하고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책임
연구원, 직접판매공제조합 김장환 전무, 공정거래위원회 홍대원 서기관, 산업연구원 백인수 연구위원이 패널 토의
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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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 윤리강령 선포식
2월 22일 한국직접판매협회는 회원사 임직원 및 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판매 윤리강령 선포식’
을 가졌다. 이날 선포한 윤리강령의 내용은 ‘질 좋은 상품의 제공,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건전한 직접판매
육성, 허위 과장 사실 유포 및 중상 비방 금지,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구제, 고용 재창출에 공헌, 사회 공익사업에
의 참여,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행동강령 준수’ 등 10개 항목이다. 협회는 윤리강령 이행 여부의 자율 감독을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학회, 법조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직접판매 자율관리위원회’ 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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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정기총회
2월 22일,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회원사의 회비인
상 승인 등), 주요 정관 개정, 신규 임원사 선임 및 승진 승인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협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통한 기업 내 관련법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업계의 사회 경
제적 영향력 연구 조사 발표, 직접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침서 및 현황 자료 제작 배포, 직접판매 세계연맹
과 공동으로 APEC/CEPI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2005년도에 추진된 사업을 보고했다.
박세준 회장은 “지난 2005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직접판매 세계대회에서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으로부
터 세계 최우수 협회로 선정돼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다.” 면서 “업계 정화와 발전에 역점을 두고 언론 및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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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
협회 주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MBN 그리고 해럴
드경제가 후원하여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미
래’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의 좌장은 서울
  

대 법대 권오승 교수, 패널로 공정위 이병주 소장,
MBC 홍은주 논설실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차은영 교
수, 국민대 경영학과 이수동 교수, 한국소보원 김성천
박사가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
심으로 유통의 파워가 옮겨감에 따라 향후 유통산업
에 있어 직접판매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 보고 이를 적
절히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마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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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트루먼 헌트 회장 초청 강연회
3월 24일 방한한 WFDSA 트루먼 헌트 회장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한국 직접판매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직접판매의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미국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사장으로 지난해 세계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헌트 회장은 “한국 판매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한국 시장 규모가 미국과 일본 다음에 이를 정도로 커졌는데, 이는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무척 놀라운
일” 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회장은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법 규제가 비교적 심한 편” 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판매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는 의견을 피
력했다. 이어 언론 매체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의견 제출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규제 개혁 건의서” 를 국무총리실 규제기획단과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
르면 현행 1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가격 상한제 완화와 판매원과 소비자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또 후원 수당 변경 등의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일간지 게재,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밖에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포함, 연간 5만 원으로 규정된 판매원 부담액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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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18주년 기념 웅진 윤석금 회장 초청 강연회
4월 10일 협회는 회원사를 초청한 가운데 18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초대 회장인 윤석
금 회장이 연사로 나와 ‘윤리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윤 회장은 직접 판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판매원들의 교육에 힘쓰며, 진솔하고 차별화된 접
근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을 제안하였다.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오픈(edu.kdsa.or.kr)
공정위 교육 명령 집행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당 협회는 온라인 교육 센터를
오픈했다. 교육 내용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거래 소비자보험지
침,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직접판매 현황과 사회적 기여
등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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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5일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06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2007년 중점사업으로 ‘조사
연구사업’ , ‘직접판매 아시아대회 등의 세미나 및 워크숍’ , ‘팸플릿 제작 등의 정보 관련 사업’ , ‘소비자 관련 사업’ ,
‘국제협력사업’ , ‘아 · 태경제협력체 소비자 교육 보호’ , ‘Follow-up 세미나 개최 추진’ 등을 발표했다.

■ 제6대 박세준 회장 재선임
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제6대 협회 회장에 한국암웨이 박세준 대
표이사를 재선임하였다. 박 회장은 회원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직접판매 자율규약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업계의 자율준
수와 준법 영업을 위해 앞장선 그동안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제6
대 협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박 회장은 ‘참여하는 회원, 봉사하
는 협회’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하나
로 모아 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이며, 공동 현안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당
면 과제인 방판법 재개정을 추진해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준법 경영을 확산시킴으로써 업계
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세준 회장
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과 아멕스카드 등을 거쳐 2002년 6월부터
한국암웨이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2004년 1월 제5대 협회장으
로 선임돼 한국직접판매협회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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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피라미드 예방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협회는 4월 불법 피라미드 상술의 피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
방하기 위하여 ‘합법적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상술은 다릅니다.’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16개 시  도 232개
시  군  구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에 배포했다.
자료는 Q&A로 알아보는 피라미드 상술의 특징을 큰 주제로 ‘다단계판매란?’ , ‘다단계판매, 불법 피라미드 판매
와는 무엇이 다른가?’ ,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 , ‘다단계판매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 ‘ 다단계판매로 상품을 구
입할 때는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 로 구성되어 있다.

■ 아 · 태지역 직접판매를 위한 협회 퍼포먼스 프로그램(말레이시아)
WFDSA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는 지역별로 진행되며, 7월 17일 개최된 말레이시아 세미나에는 아  태지역에 위치한
12개의 직접판매협회들 중 9개국의 협회가 참석하였다. 한국직접판매협회 대표로는 박세준 협회장과 김태오 차장
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 DSA의 효율성 극대화, 아시아지역의 규제, 시장조사의 중요성과 사례
연구, WFDSA의 협회지원 관련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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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일본 방문판매 연구 세미나
협회는 9월 5일~7일 동안 일본 방문판매 시장의 현황과 법률을 연구하여 한국 방문판매의 경쟁력 강화와 활로 개
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3명의 대표단과 함께 일본에서 ‘일본 방문판매 연구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협회는 세미
나를 통해 일본 특정상거래법과 일본 방문판매업계의 현황, 일본 방판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선진 일본기업을 탐
방하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협회의 방문은 일본 현지 신문의 ‘일본방판뉴스’ 에도 특집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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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임원단 봉사활동 '밥퍼 봉사'
10월 9일 서울 답십리동 밥퍼나눔 공동체에서 독거 노인 및 노숙자들을 위한 ‘밥퍼나눔’ 무료 배식 봉사활동을 갖
고, 회원사들이 모금한 150만 원의 성금과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고 봉사활동과 함께 생활용품을 지원
하였다. 행사에는 ㈜한국암웨이, ㈜앨트웰, 뉴스킨엔터프로아지코리아㈜, 썬라이더코리아㈜, ㈜KGC라이프엔진,
㈜아이쓰리샵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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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협회는 고 실업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판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착실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대
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진
행되어 온 사업은 전국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 실태조사 및 전국 지
부의 약 20명 가량의 특수거래 분야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특수거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부터의
피해 근절을 위해 교육 교재를 개발, 2007년 12월 건국대, 충북대 등 총
5개 대학에 820명의 대학생을 교육하였다.

■ '특수판매에서의 대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한국직접판매협회와 직접판매 세계연맹, 직접판매교육재단이 후원하고,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주관으로 12
월 14일 ‘특수판매에서의 대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녹소연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대학생 소비자 피해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어린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
년생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통감하며, 대학생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어원경 전무이사는 협회에서는 2002년부터 전 회원사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리플릿 배포를 통해 대
학생 다단계 활동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할 것이라 말했다.

93

직접판매화보집 6.indd 93

18. 4. 17. 오전 11:41

2007

■ 제2차 직접판매 아시아 심포지엄(홍콩)
11월 12부터 13일까지 ‘제2차 직접판매 아시아 심포지엄’ 이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각 아시
아 지역에서 2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트루먼 헌트 회장, 더글라스 디보스 홍
보담당의장 등이 참석해 아시아 시장의 미래와 직접판매의 사회 경제학적 기여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한국 대표단으
로는 협회 어원경 전무, 유니베라 김영환 부회장, 앨트웰 허영진 사장, 한국암웨이 나봉룡 전무 등 11명이 참가했다.
특별히 이번 아시아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 미래의 직접판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회사의 지도력과 윤리강령
장려 노력을 통해 업계의 투명도를 성취하며, 아시아 전역의 법률 이슈 등을 나누고 연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94

직접판매화보집 6.indd 94

18. 4. 17. 오전 11:41

2007

95

직접판매화보집 6.indd 95

18. 4. 17. 오전 11:41

2007

96

직접판매화보집 6.indd 96

18. 4. 17. 오전 11:41

2007

■ 배기정 고문 출판 기념회
협회 고문인 배기정 시인이 발간한 5번째 시집 「내일 모레 그리고 먼 훗날」 의 출판 기념회가 지난 11월 9일 조선호
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2003년 제19회 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배기정 시인은 한국직접판매협회 상근부회장
을 거쳐 현재 직판업계의 원로로 활동 중이며, 배기정 시인이 집필한 시집 「내일 모레 그리고 먼 훗날」 에는 위암 수
술로 고통받으며 느꼈던 삶의 애착, 세상을 바라보는 배 시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세준 직접판매협회 회장을 비롯한 직판업계 대표와 임원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국장,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문인협회 이사장 및 시인, 소설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간을 축하했다.

■ 공정위 '소비자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 위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07. 3.)으로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 소비자시책 추진방안을 수립, 발표하는(’07. 8.) 등 종합
적인 지역 소비자시책을 본격 추진 그 첫 시동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권역별로 지자체, 지방의회,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정책 전문가 협의체’ 를 구성
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자 단체 부분 소비자 정책 전문가 협의체 위원
으로 (사)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이사가 위촉되어 소비자 정책에 있
어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97

직접판매화보집 6.indd 97

18. 4. 17. 오전 11:41

2008

■ 제16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21일에 45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세준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자율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008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협회 차원에서 업계 이미지 향상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회원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방문판매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김영환 유니베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2008년 중점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및
20년사 발간 기념회’ , ‘중국 및 동아시아 관련법 세미나 및 제13회 직접판매 세계대회(싱가포르) 참석’ , ‘세계직접
판매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자료집 출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자료집(CSR Report)
발간
협회는 5월, 세계 직접판매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은 사회공헌 자료집
(CSR Report)을 발간,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노력을 관공
서, 시민단체, 언론 등에 배포하여서 업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직접판매업계는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판매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소비자
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자적 사업과 사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 세계 직접판매업계 82%의 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영업국가 내 주민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
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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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참여하는 회원, 봉사하는 협회”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국직판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직접
판매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8년 4월, 직접판매업계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직판협
회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을 초대 협회장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국민 소비 생활의
이익 및 편리의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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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4월 10일 방문판매 회원사와 다단계판매 회원사가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특히, ‘화합과 상생, 나
눔’ 의 문화를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해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로 기획하여, 사회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서 더욱 신뢰받는 산업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협회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함께한 20년, 함께할 미
래’ 동영상을 상영하고, 배기정 고문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특히 이날 설립 초기부터 협회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배기정 고문에게 감사 선물로 황금열쇠가 증정되기도 했다.
박세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무해가 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건전하고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유통의 한
축이 되고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늘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삼아 오늘날에 이르렀다.” 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 이라며 회원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 20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다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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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협회는 9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기업법무협회와 한국비교법학회 주최로 열린 ‘직접판매 제도 합리
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를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방문판매 제도와 국내 방문판매 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의 합리적인 방문판매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비교법인회장인 이훈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유니베라 등 국내 주요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1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방문판매 개념과 구성 및 제도’ , 2부 ‘국내 직접판매업실태 조사 및 분석’ , ‘합리적인 직접판매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3부에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어원경 전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참여
해 직접판매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협회의 어원경 전무이사는 ‘자율규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시민단체, 학교, 법조계, 업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세워 공정위가 승인한 ‘방문판매 자율규약’ 과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을 제정함으로써 불
법업체의 난립을 막고 합법적인 직접판매업체를 육성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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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WFDSA 세계대회 참가(싱가포르)
협회는 10월 8일~10일 직접판매 세계연맹이 주최하는 제13회 직접판매 세계대회에 21명의 한국 대표들과 참가,
전 세계 59개국 직접판매업계 관계자와 각국의 법률 및 자율규제, 업계 동향 등 미래 조명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전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게(Empowering Lives Globally)’ 를 테마로 세계 각국의 직접판매협
회(DSA)들과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사 등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
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강연자로 초대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협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트루먼 헌트 회장이 협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협회의 헌신과 기여를 치하하는 상장을 시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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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캐치프레이즈 '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음' 선정
협회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접판매업계의
이미지 향상, 사업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에 앞
장서는 신뢰받는 협회상 등 미래 지향적인 캐치
프레이즈를 공모하여 ‘행복한 만남, 소중한 믿
음’으로 선정하였다.
캐치프레이즈에는 직접판매를 대변하는 가치인
‘만남’ 과 ‘믿음’ 을 담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다가가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서 신뢰받는 협회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표현
하고 있다. 홈페이지로 공모한 응시작은 총 496
건이 접수되었으며, 캘리그래퍼 강병인 씨의 서
체로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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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정기총회
2월 19일 정기총회에서 박세준 회장은 2009년을 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KDSA Vision2020’ 의 준비기로서 자율
규제 원년의 해로 삼아, 직접판매산업의 위상을 한 차례 높이고 업계의 사업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협회 어원경 전무는 ‘자율규제강화’ , ‘대학생 피라미드 피해 예방 및 다단계 용어 혼  오용 예방 캠페인(대학신문
만화 연재)’ , ‘미국 직접판매 선진문화 및 자율규제 탐방’ , ‘제15회 직접판매 세계대회 한국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업계 자율에 의한 자율규제로 선회함에 따라 협회 산하에 자율규제위원회 설립, 운영 및 자
율규약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
학생 피라미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대학에 배포되는 매체에 홍보 및 교육만화를 연재하여 피해 예방 정보
를 제공하고, 불법 사기업체들의 다단계 용어 오용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 회의 윤리강령 혹은 자율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경고 또는 제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관 개정도 함께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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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눈높이 경제'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 출연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는 4월 30일 생방송 KBS 오늘의 경제 ‘눈높이 경제’ 코너에 출연, ‘대학생의 불법 피라미드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예방방법과 보상방법’ 을 설명하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학생의 불법 피라미드 피
해 주의’ 에 대해 방송하였는데, 특히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예방법과
보상방법을 살펴보았다.

■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6월부터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보는 것
을 막기 위해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 · 도, 239개 시 · 군 · 구, 16개 소비자
단체 등에 약 22,000부를 배포하였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
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 병역특례 혜택, 취업 제공, 학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권유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피해 유형과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을 수록
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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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사회공헌 활동 조사
WFDSA는 지난 2007년에 이어 2번째로 세계 각지에서 각
개별 회사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직접판매의 사회공헌에 대해
‘2009 세계 직접판매업계 사회공헌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
년에 조사된 내용은 2008년에 사회공헌 활동보고서로 출간
되어 직접판매산업의 긍정적 역할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
는 성과를 거두었다. 협회는 세계연맹의 사회공헌 보고서와
함께 한국 직접판매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자료를 모아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자료집’ 을 출간, 내부적으로는
업계 내 기업 간의 CSR활동을 비교, 향후 방향 설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직판업계 전체 및 회원사
의 구체적 CSR활동을 알림으로써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일익
<출처: 파이낸셜 뉴스>

을 담당한 것이다. 2009년 조사의 결과는 2010년에 책자로
출판되어 홍보 자료로 사용되었다.

■ 「직접판매 분야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발간
협회는 3월 한국소비자연맹에 국내외 자율규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협회는 연구를 통해
자율규제와 자율규제위원회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직접판매업계의 실정에 맞는 자율규
약과 운영지침을 만들고자 하였다.
협회 산하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유
발할 수 있는 불법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합법적
인 직접판매업체의 자율준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에 대한 자체심의 분
쟁조정,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제정을 통해 시
장의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회원사 자율규제 이행 점검,
불법업체 모니터링, 기업평가 및 보상플랜 검증 사업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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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 발족
협회는 12월 10일 직접판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ssion)’ 를 발족하였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업체의
난립 방지와 합법적인 자율준수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회 산하에 만들어지는 기구로
총회를 통해 설치가 건의되었으며, 이후 3월 한국소비자연맹에 국내외 자율규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
주, 이를 바탕으로 규약 마련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법조계, 업계 전문가, 관련 공직 경력자, 학계 등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에는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전 한국소비자원장)를, 위원에
는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 남광 변호사, 박정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배기정 협회 고문이 위촉되
었으며 실무간사에는 이택선 전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사무국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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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에 대한 자체심의 및 분쟁조정,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제정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회원사 자율규제 이행 점검, 불법업체 모니터링, 기업평가 및 보상플랜 검증사업 등의 사
업을 하게 되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직접판매업계 스스로 정상적인 업체는 육성하고, 불법 편법 업체에 대해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 대내외 신뢰
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발족식에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과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위원회에서 참
석하였다.

■ 2009 송년 조찬모임
협회는 12월 15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9 송년 조찬모임을 가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접판매업
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회원사를 위로하고 업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특별히 중앙일보 황세희 의학
전문기자를 초청하여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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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정기총회
협회는 2010년 2월 10일 제18차 정기총회에서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을 7대 협회장으로 선임하고, 신임 감사로
앤알커뮤니케이션 조창식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기존 감사였던 LG 생활건강은 부회장사로, 매나테크코리아는
이사사로 승격했다. 이밖에 방문판매 위원회와 다단계판매 위원회의 분과위원장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하는 정관 변경안(제17조 제1호 하단에 ‘각 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을 승인했다.

■ 제7대 홍준기 회장 선출
만장일치로 제7대 협회장에 선임된 웅진코웨이 홍준기 회장은 “시장규모 9조 원, 관련 종사자 400만 명의 우리
직접판매업계가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나
서는 등 그 위상에 맞는 사회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국내에서 많은 다국적 직접판매 기업들
이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토종 직접판매 기업들도 해외로 더욱 활발히 진출하여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넒히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전 세계 59개국 직접판매협회(DSA)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월 협회 산하에 발족된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시장감사를
통해 회원사에는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와 준법 경영을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업체는 시장에
서 퇴출되도록 하여 직접판매업계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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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SA 창립 100주년 행사
협회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힐튼 유니온스퀘어호텔에서 개최된 미국 직접판매협회(US DSA)
창립 100주년 행사와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주 강사로는 샤크리의 로져 바넷, 암웨
이의 덕 디보스, 허벌라이프의 마이클 존슨, 아르본의 케이네이피어, 쟈프라화장품의 코니 탕, 센시의 헤이디 엔
오르빌 톰슨 등 업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이 명연설을 선보였으며 총 15개의 선택식 강의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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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YMCA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공모전 후원
협회는 서울 YMCA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2010 서울 YMCA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공모
전’ 을 실시하였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60여 건을 접수받아 그중 13건을 수상작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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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으로는 김대호 서울 YMCA 부회장,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승신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 위
원장, 이윤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조사관과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가 참여하였다. 수상작은 CD로 제작하
여 21개 시민단체와 361개 전국 대학에 배포하였다.

■ 협회 어원경 전무,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CCMS
평가 위원 위촉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가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의 소비자불
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기업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및 관련 구성
원의 전문화를 위해, 1984년 기업에서 소비자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들에 의
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다. 교보생명보험, 남
양유업 등 약 150개 법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CCMS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 CCMS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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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29일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
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5건(김동철 의원, 박상돈 의원, 홍영표 의
원, 조원진 의원 각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
회’ 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하였고, 한국 YMCA 전국연맹 임은경 팀장,
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종근 검사,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이사 등 4명이 진
술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철수 국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판매원 조직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 지급 단계는 1단계인
신방문판매 업체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며 “이 중에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정의의 소비자 요건이나 소매이익 요
건을 피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불법 업체들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방문판매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방판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후 TF팀 절충안상 다단계판매 요
건의 변경, 후원방문판매 신설 및 이와 관련해 도입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다.
대부분의 패널들이 후원방문판매 신설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규제 수준에 따라 찬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어원경 전무는 “일부 불법 업체들에 대한 현실적 규제가 필요해서 후원방문판매 신설이 불가피하
더라도 규제 수준에는 기존 방문판매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 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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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자료집 발간
협회는 11월 19일 세계직접판매협회 & 한국직접판매업계 사회공헌활동
자료집(약정 2010 KDSA CSR Report)을 발간, 배포하였다. 협회는 지
난 2008년에도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2010 KDSA CSR Report의 전반부는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에
서 Nathan Associates에 의뢰하여 만든 ‘2009 Direct Selling
Worldwide Corporate Philanthropy Report’ 를 번역하여 실었고, 후
반부는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원사 중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26개 회원사의 한국 내 사회공헌활동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활동집은 회원사, 특수판매 유관 관공서, 언론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여 우리 업계 이미지 개선과 사회활동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특
히 WFDSA 사무총장과 미국 직접판매협회의 COO직을 맡고 있는 조
셉 마리아노 씨가 세계 DSA에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된다며 극찬하기
도 하였다.

■ 특수거래 유관업무 담당자 워크숍
협회는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10년도 특수거래 유관업무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한화리조
트 수안보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의 방문판매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였다. 협회는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2010 KDSA CSR Report와 대학생 불법 피라
미드 피해 예방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직접판매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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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경제투데이 출연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는 10월 5일 SBS 경제투데이에 출연하
여 방문판매법이 잘못 개정될 경우 방문판매업계가 받게 될
타격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법 개정이 이
루어져 업계가 고용창출 등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에 대해 역설하였다.

■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
협회는 11월 19일 WFDSA 닐 오펜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
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닐 오펜 사무총장은 세계 직접판매업계의 현
황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접판매업계가 세계 100여
개국에서 6,600만 명 판매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매가격 기준
으로 1,1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액은 총
3억 3,6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지원 분야로는 ‘건강과 주민복지’ 분
야가 가장 많고 지원 대상은 ‘여성과 아동’ 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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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닐 오펜 사무총장의 후임이 되는 조셉 마리아노 미국 직접판매협회 수
석부회장 겸 COO도 동행했다. 닐 오펜 사무총장은 2011년 6월 말로 40여 년 동안 몸 담았던 직책에서 물러나
국제 크리스텔 하우스에서 빈민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밝혔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을 초월하는 정치 대안 운동인 ‘노 레이블스’ 에도 참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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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8일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홍준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우리 직접판매산업이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올해는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운영을 통해 회원사 자율규제는 물론이고 비회원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감시를 통한 시장
정화를 이루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매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직접판매업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안을 승인하였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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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DSA 컨벤션 & WFDSA 아 · 태 APS
협회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말레이시아 직접판매협회(DSAM) 내셔날 컨벤
션과 WFDSA 아시아 태평양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4월 6일 열린 WFDSA 아 · 태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DSA 관계자들과
베트남 직접판매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DSA의 Best Practices 및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
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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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개정 공청회
협회는 서울 YMCA 주최로 개최된 ‘방
문판매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업계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날 고병희 공정거래위원
회 특수거래과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으
며 패널로는 협회 김태오 부장, 평화여
성회 갈등해결센터 김희경 팀장, 법무법
인 주원 도진석 변호사, 남서울대 국제
경영학부 원종문 교수가 참석하였다.

■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공모전
서울 YMCA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직접판매협회가 후원하는 2011년 서울 YMCA 불법 피라미드 피
해예방을 위한 대학생 창의공모전 ‘악덕상술 뛰어넘기’ 시상식이 8월 19일에 개최되었다. 시상식에는 서울 YMCA
안창원 회장을 비롯해, 협회의 홍준기 회장(웅진코웨이 대표이사), 어원경 전무, 공정거래위원회 전재수 사무관,
박인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
은 본 공모전은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창의
적인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6월부터 시작된 공모전 홍보 과정을 거쳐 7월 한 달간
작품을 접수 받았으며, 접수된 작품들은 포스터 등 이미지 16개 작품, 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 음악 등 동영상
21개 작품 등 총 37개 작품이 출품됐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수상작들이 결정되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은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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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리저널 컨퍼런스(터키 이스탄불)
200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FDSA 직접판매 세계대회’ 의 후속 대회 성격을 가지는 ‘WFDSA 리저널 컨퍼런
스(Regional Conference)’ 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East meets West’ 라는 주제로 10월 5, 6일 양일간 개최되었
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칸단 코바시오글루(Candan Corbacioglu)의 환영 인사와 WFDSA 안드레아 정 회장의 환
영사로 시작된 터키 리저널 컨퍼런스는 ‘직접판매의 미래 트랜드’ , ‘친구와 적: 직접판매와 소비자보호’ , ‘직접판매
마케팅의 잠재력’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었다.
10월 7일 전 세계 DSA 실무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협회 김태오 부장의 한국직접판매산업과 관련법에 대한 브
리핑 후, 미국, 프랑스 등에서 참석한 각국 DSA 실무자들은 한국의 규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며 만약 ‘규제 올림픽’ 이 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이어 은메달 감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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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7일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홍준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이
제 다가올 적지 않은 변화에 우리 업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며, 올해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매진하여 우리 직접판매업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장직
사임 의사를 표명한 홍준기 회장을 대신해 ㈜아모레퍼시픽의 이민전 부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 직무대행을
하기로 하였다.

122

직접판매화보집 6.indd 122

18. 4. 17. 오전 11:43

2012

■ 협회 정관 변경
협회는 제20차 정기총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협회 정관의 회원 자격에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추가하는 변
경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관변경 승인요청을 의뢰하여 4월 10일에 승인받았다.

■ 고령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한 세미나
협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고령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한 세미나’ 에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를 패널로
참석시켜 업계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이 ‘고령 소비자의 건강식품 소비실태 및 소비자문제’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임흥렬 사무국장이 ‘건강
기능식품 광고 및 판매 자율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어원경(협회 전무이사), 김용자(한국소비자연맹 이
사), 김홍석(선문대 교수), 편도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 이선용(충남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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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문판매업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대 광역시를 순회하며 전국의 방문판매업자를 대
상으로 개정 방문판매법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주 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강수 사무관이 맡
았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조정화 실장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윤경 팀장은 각각 공제조합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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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아 · 태 APS 및 베트남 직판산업 연석 회의
협회는 12월 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WFDSA 아시아 태평양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Association
Performance Seminar)에 참석하였다. Association services Chairman이자 BWL 회장인 도라 호안(Dora
Hoan)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WFDSA Executive Director 타뮤나 가빌라이아가 ‘WFDSA Long
Range Plan(Where We are and What We need to Do)’ 을 발표하고, 베트남 AmCham 직접판매위원회에서
‘베트남 시장: 도전과 기회’ 에 대해 발표한 후 오전 세션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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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션은 아시아 태평양 Association Advisory Council의 멜리사 큐이자노의 ‘Overview of the AAC
Objectives’ 로 시작되어 WFDSA의 마우린 파니아구아의 ‘WFDSA Helpful Resoures for DSA’ , 태국 DSA의 파
카판 리부티눈의 ‘Code of Ethics Program’ , 말레이시아 DSA의 로렌스 체아의 ‘How to Approach and Recruit
New Members’ , 뉴질랜드 DSA의 갈스 웰리의 ‘Regulatory Challenges in Asia & Exchange of Best
Practice’ 로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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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8일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민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방판법 개정에 따른 삼분 체제의 조
기 안착을 통해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작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회원사와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제8대 권영소 회장 선출
제21차 정기총회에서는 제8대 회장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권영소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메리케이코
리아(유)를 부회장사로 유니시티코리아(유)를 이사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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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건의문 공정위 제출
협회는 2013년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건의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대한 건의사항
귀 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 진행 중인 동법 시행령ㆍ고
시ㆍ지침 및 업종별 거래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다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방문판매업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법 제12조의 4에 따라 가맹점사업
자와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영업지역”은 당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함
■ 가맹계약서 상 기재된 “영업지역”은 당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의미함)를 비롯한 모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있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
업지역”에 구속되지 아니함

3. 가맹사업법의 개정
2014년 2월경 시행이 예상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본 건의문에 문제가 되는 법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할 것
2)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 하지 말 것
상기 개정법 조항의 취지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종업종의 가맹점 또는 직
영점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감소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
다. 아울러 가맹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의미함)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계
약서에 기재한 영업지역이 당해 지역에 대한 배타적 영업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당 협회는,
아래 적시하는 내용과 같이 본 개정 법률의 내용이 방문판매업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여과 없이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
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4. 방문판매업종의 특성
방문판매업종은 편의점, 요식업 등으로 대표되는 점포사업과 달리 ① 방문판매원의 모집과 교육, ② 고객방문활동의 전개
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판매활동의 결과는 사업장의 위치나 영업지역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통상 각각의 사
업자 및 판매원은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업종에서는 점포사업과 달리 고객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위치는 사업의 주요 고려사항이 아닙니
다. 위와 같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방문판매업종에 있어 “영업지역”이라 함은 「① 고객클레임을 접수하기 위한 사무실 소
재지가 위치한 지역, ② 판매제품의 재고관리 및 수불관리가 진행되는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 ③ 방문판매원의 모
집 및 교육이 진행되는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 ④ 기타 세무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역」 정도로 통상 인식되고 있습니
다. 아울러 동일 영업지역에 대한 중복출점 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마련인 점포사업과 달리, 방문판매업종에
서는 동일지역에 다수 가맹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사업자의 매출에는 일체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방문판매업종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제12조의 4 여과적용의 필요성
위와 같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적어도 방문판매업종에 있어서는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점포사업과
는 달리 “영업지역”의 보호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법 제12조의 4를 여과 없이 적용할 경우 가맹본부의 신
규 가맹점 개설 위축 및 방문판매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장 방문하여 구매가 이뤄지는 점포사업에 비
해 구매기회 박탈에 따른 소비자편익 감소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적어
도 방문판매업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있어서는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종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설
치를 금지한 법 제12조의 4는 동법 시행령 · 고시 · 지침 및 업종별 거래기준을 통해 여과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당 협회는 중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의 방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다만, 당 협회는 본 건의문을 통하여 법 제12조의 4는 업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및 업종특성
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법적용의 폐해를 소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 위원회께서는 상기 적시한 내용을 충분
히 감안하시어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 진행 중인 동법 시행령 · 고시 · 지침 및 업종별 거래기준에 당 협회
의 의견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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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방문판매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협회는 8월 17일 후원방문판매 등록 및 3대 규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 38% 상한,
제품 가격 160만 원 상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
정거래위원회와 협회 회원사 및 직판 · 특판조합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19, 3/8, 4/12, 4/26, 5/20
일 5차례 개최하여 회원사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
된 후원방문판매 등록 매뉴얼이 도출될 수 있도
록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협회는 5월 29일 레이크사이드CC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현 임원단과 회원사 대표이사, 소비자단체 관계
자, 업계 전문 법조인, 협회 관계자, 협회 초창기 임원을 초대하여 업계 화합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영환 유니베라 부회장이 협회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일들을 회고하였고 협회 어원경 전무이
사에게 10년 근속 기념패를 주어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뉴스킨코
리아㈜, ㈜유니베라, 한국허벌라이프㈜에서 기념품을 협찬하였으며, 행사 진행 비용 전액을 회장사인 ㈜아모레퍼
시픽에서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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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DSA 창립 35주년 기념 컨벤션 & WFDSA 아 · 태 APP
협회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말레이시아 DSA 창립 35주년 기념 컨벤션
과 아시아 태평양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말레이시아 DSA 회장인 Fredrick Ng의 환영사로 시작된
35주년 기념 컨벤션은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알렉산드로 갈루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의 YB Datuk Hasan Malik 장관의 기조연설로 공식 오픈되었다. 이어 직접판매 세계
연맹의 Executive Director인 Tamuna Gabilaia의 전 세계 직접판매 현황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후 APEC
GWEE(Global Women Economic Empowerment)와 APEC / CEPI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Association Services Chairman이자 BWL 회장인 도라 호안(Dora Hoan)의 인사말로 WFDSA 아시아 태평양
협회 퍼포먼스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 DSA의 Lawrence Cheahrk가 ‘Electronics/online Transaction’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이 ‘Asia-Pacific Market Issues’ 라는 주제로 발
표를 했으며, 이어 호주 DSA와 인도 DSA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뉴질랜드 DSA의 Garth Wyllie
가   ‘Global Regulatory Affairs - Toolkit Discussion’ 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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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포럼
협회는 9월 11일 SETEC 컨벤션 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직접판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
된 포럼을 후원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병훈 특수거래과장과 전익수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한상
린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세 사람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치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
원 및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기 중앙
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 전희덕 한국특수판
매공제조합 전무이사 등 각계 전문 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 필리핀 재난 구호 성금 동참
협회는 지진과 태풍 하이엔으로 어려움을 당한 필리핀 국민을 돕기 위해 당 협회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
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함께 하는 한국소매업협의회 차원에서 재
난 구호 성금을 모으자고 결의하여 성금에 동참하였고, 필리핀소매업협회 회장으로부터 “한국소매업협의회 멤버
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 감사한다.” 는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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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아 · 태 소매업자대회(터키 이스탄불)
협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소매업자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소매업 경영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9월 23일부터 26
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6회 아시아 태평양 소매업자대회(APRCE)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
였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7개 국가의 소매업자 4,0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는 ‘The New World, The New
Retail, The New Consumer’ 라는 주제 하에 유통정책포럼, 유통투자전략, 소비자행동, 소셜 미디어 등의 다양
한 소주제에 따라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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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후원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한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 에 협회 어원경 전무이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후원방문판매 등록 현황 및 등록 유도
방안’ 에 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방문판
매업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 방안’ 이라는 주
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공정위,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13년도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안병훈 공정거래위
원회 특수거래과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워크숍에는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의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그리고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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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2일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영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판법 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가 신설되는 등 변화의 시기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 을 당부했으며, 작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준 회원사와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 제9대 류제천 회장 선출
협회는 2월 12일 제22차 정기총회에서 권영소 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협회 회장직을 아모레퍼시픽
류제천 부사장에게 2015년 잔여 임기까지 맡도록 추대
하고 뉴스킨코리아㈜의 한경섭 부사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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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유통채널 전망 세미나 강연
협회는 2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4년 화장품 유통채널 전망 세미나’ 에 초청받아, 협회 김
태오 부장이 2014년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 세계 직접판매 시장의 흐
름과 그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 및 시장별 특색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직접
판매 시장과 화장품 업계의 동향에 대해 언급하여 2013년 법규 시행에 들어간 후원방문판매의 명확한 기준을 안
내하고 관련 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강조했다.

■ 허위표시 과장광고 예방 교육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협회는 5월 23일 관악구민회관을 대관하여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업체의 임직원 300여 명을 대
상으로 ‘허위표시 과장광고 예방 교육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강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 과대 광고 예방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문성심 주무관’ ,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예방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법무법인 경연 도진석 변호
사’ 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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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DSA 창립 40주년 기념 컨벤션 & 아 · 태 APP
협회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DSA 퍼포먼스 프로그램(APP)과 뉴
질랜드 DSA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19일 오전 9시 협회 서비스회장(Association Services Chairman)
BWL 회장인 도라 호안(Dora Hoan),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타뮤나 가빌라이아(Tamuna Gabilaia) 이사, 그리고
뉴질랜드 DSA의 가스 윌라이(Garth Wyllie) 이사의 환영사와 소개로 아시아 태평양 DSA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WFDSA의 타뮤나 가빌라이아 이사가 WFDSA의 장기계획을 설명하였고, 호주 DSA의 다니엘 호그니
(Daniel Hoenig) 이사와 뉴질랜드 DSA의 가스 윌라이 이사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 경제적 기여 연구 결
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 DSA의 가스 윌라이 이사는 뉴질랜드 직접판매 시장 전반에 대한 브리
핑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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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시간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DSA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국의
직접판매 시장 현황과 난제 그리고 성공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둘째 날인 20일은 뉴질랜드 직접판매 업
체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홈 다이렉트(Home Direct)사를 방문하였다. 다음날 21일에 열린 뉴질랜드 DSA
의 창립 40주년 기념 컨벤션은 마오리 부족의 전통 노래와 춤 공연으로 시작하여 뉴질랜드 DSA의 회장이자 라
이프 포스(Life Force)의 상무이사인 데이비드 라파엘(David Raphael)의 환영사가 있었고, 뉴질랜드 소비자 문
제 담당 장관인 혼 크레이그 포스(Hon Craig Foss)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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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걸출영수 100인 원탁회의 참석
및 강연
협회는 6월 11일~12일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제7회 걸
출영수 100인 원탁회의’ 에 초청받아 협회 김태오 부장
이 ‘한국직접판매 시장 현황과 관련 법률’ 이라는 주제
로 강연을 하였고, 폐막에 앞서 ‘Fulfill Code of Ethics
& Create a Better Future for Direct Selling’ 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 시장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실시된 강연과 연설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현지 잡지 Network Marking 7월
호에 소개되었다.

■ 공정위 유관업계, 정책간담회
협회는 12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실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업계 주요 기업 책임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장
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정창욱 특수거래과장이
참석했으며,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나란히 참
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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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 제출
협회는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10/2)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법
률(안)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1.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후원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판매원 정의 규정 신설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조 제9호 나목, 다목, 제10호)에 관한 의견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건기식법”) 상의 건강기능식품(이하“건기식”) 일
반판매업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영업소를 두지 않고, 직접·대면 판매 방식
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반판매업신고를 요구함
에 따라 건기식 유통 활성화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관련 시행령 조
항의 개정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A. 의견 - 반대
B.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현행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i)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ii)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판매 조직에 해당하거나, 사실
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ii) 판매자가 판매원에게 9호 나목(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목(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
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고 다단계판매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적용함.
-	즉, 모든 다단계판매조직은 위 ii)항의 후원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다단
계 판매조직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은 논리 필연적으로 다른 판매원에 의해 조직·관
리 또는 교육훈련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관계가 생기는 것임. 결국, “하위판매원”에 대한 개념은 다단계판
매에 관한 다른 정의 규정들을 다단계판매조직에 속한 하위판매원의 관점에서 해석
상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내용임.
-	하위판매원에 대한 정의를 처음 도입하였던 2011누36694 판결은 공정위가 이동통
신기기 중개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판단한 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딜러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때
신규 딜러가 기존 딜러의 하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임.
-	위 판례에서 이와 같이 하위판매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한 것은 방
문판매법 규정상 그러한 검토가 필수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원고 측이 기존 딜러
가 새로운 소비자를 자신의 하위 딜러로 등록시키는 절차가 없고, 가입 후 기존 딜
러와 새로운 딜러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1단계의 판매조직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여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하위판매원 가입”의 측면에
서 판단하게 된 것임.
-	방문판매법의 체계에 따르면 후원수당의 존부 또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여부만
으로 충분히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함을 판단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하위
판매원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논리 필연적인 것도 아니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의 내용에 따라 “다단계판
매”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내
용은 아니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일반적인 정의 규정으로서 그대로 받아 들이
는 경우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C.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	일부개정법률(안)의 하위판매원 규정의 태도는 “하위판매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다른 판매원”, 즉 상위판매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하위판매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음. 제2조의 다른 호에서는 “방문판매자”, “전화 권
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후원방문판매자”등의 규정 태도와 비교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규정 방식임.
- 또한 개정안은 (i) 조직적 상하관계에 있는 판매원과 (ii) 경제적 상하관계에 있는 판
매원을 “또는” 이라는 등위적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음. 그런데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통상의 경우 하위판
매원에 대하여는 위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들 두 요건을 기계적으로 해

석하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
지 않는 이상한 결론에 이
를 수 있음. 예컨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자신의 직접
하위판매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
는데 이러한 경우 법상 “하
위판매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
이 생길 수 있음.
-그
 렇다고 하여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해결책인지에 관하여도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만일 그러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위판
매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즉
 , 개정안은 하위판매원에 대해 적극적 정의가 아닌 다른 판매원과의 어떠한 관계
에 있는 판매원이라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어 해당 정의규정만 보
아서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음.
-한
 편 다단계판매원은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점,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익의 귀속”은 후원수당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방문
판매법상 이미 후원수당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의미가 불분명한 “경제
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불명확성을 높이는 결과가 됨. 또
한 “경제적 상하 유기적인 관계”라는 표현도 그 의미가 불분명한 바, 실제로 상위 판
매원과 하위판매원 사이에는 후원수당 산정이 기초가 된다는 점을 말한다면 기존 “
다단계판매”나 “후원수당”의 정의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
D. 상위판매원에 대한 정의 규정
-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정 판매원은 판매조직 내에서 하위판매원의 지위와 상위판매
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즉, 특정 판매원은 자신의 상위판매원으로부터는
교육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이 그 상위판매원의 후원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일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하위판매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하거나, 그 하
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자신의 후원수당 산정이 영향을 받는 관계일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하위판매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겸유적 위치에
있는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에만 포섭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해
석상 실무적으로 “상위판매원”, “하위판매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것을 무시하고
“하위판매원”만을 별도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만약 “하위판매
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다면 “상위판매원”에 대한 정의 규정도 함께 두고 양자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 결론
-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하위판매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방문
판매법상 “하위판매원”이 언급된 규정의 합리적·체계적 해석, “하위”라는 용어가 갖
는 사전적 의미,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실무 관행 등을 통하여 특별
한 문제없이 운영 되고 있음.
-	방문판매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 여부가 문제 될 뿐, 일단 “다
단계판매조직”으로 포섭되면 해당 조직 내에서 누가 “하위판매원”인지 특정하는 것
은 위와 같은 요소를 통하여 어렵지 않고 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바도 없음.
-이
 러한 상황에서 “하위판매원”을 별도로 정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포섭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 중 일부만을 포섭하고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무 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따
 라서 “하위판매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그 해석 및 효과를
둘러싸고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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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대표단 협회 방문
협회는 12월 17일 중국에서 직접판매업계를 관할하는 중국 상무부 주요 책임자들이 방문함에 따라 한국 직접판
매업계의 현황 및 법률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상무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방문단은 협회 방문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암웨이 강남 플라자 등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겅 홍죠우 상무부 시장주서사(市
場 株 序司) 부사장이 인솔하였으며 같은 부서의 위펑위 처장, 다이 위가오, 법률 담당부서의 리우 홍 처장, 외국
투자관리사 쑨 오위 부처장, 전자거래 담당부서의 빠이 하이롱 처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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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정기총회
협회는 1월 29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류제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도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업자 정보 공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의 방문판매, 다단계판
매의 양분체계에 후원방문판매가 더해진 삼분체계로 명실상부한 전환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강조하였다.
2013년 연 매출 12조 원을 돌파한 직접판매업계가 지난해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불황 속
에서도 뚝심을 발휘하였기에 이제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정화에도 앞장서 우리 직접판매
업계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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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뷰티센터 방문 및 이사회
협회는 3월 27일 아모레퍼시픽 오산 스토리가든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임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오산
스토리가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는 임원사를 중심으로 회원사 간 단합 도모는 물론이고, 우리 직
접판매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회장사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시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 협회 창립 27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 및 임시총회
협회는 9월 4일 임시총회와 함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임원단과 회원사 대표이사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들
과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애터미㈜에서 경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애터미㈜를 비롯하
여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메리케이코리아(유), 유니시티코리아(유), ㈜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기념품을 협찬하였다. 이밖에 애터미㈜ 박
한길 회장,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어청수 이사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고인배 이사장의 축사를 비롯하여 중국
직접판매 전문기업 DIR그룹의 Brain Cai 회장 및 영어교육전문기업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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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피해
예방 회의 및 대응방안 제출
협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 4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단속하고 있는 유사수신 관련 금융범죄에 대
한 피해 예방에 일조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 산업의 이
미지를 저해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해 4월
22일과 5월 8일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
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네이버 주식회사, 그
리고 다음카카오 관계자와 함께 온라인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협회 홈페이지에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및 온라인 전용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구별 방법을 설명하고 동시에 금
융감독원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안내를 통해 금융감
독원의 단속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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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법 관련 공정거래 교육
5월 7일 회원사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방문판매업법 관련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정용선 사무관이 ‘방문판매업의 이해’ 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방문판매업법 관련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준수 교육
5월 22일에는 방문판매업법 관련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
소 소비자과의 강영규 사무관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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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DSA Direct Seling Day & WFDSA 아 · 태 APP
협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직접판매 세계연맹(WFDSA)에서 주관하는 APP(Association Performance
Program) & 태국 DSA 직접판매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회원
국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호주, 홍콩, 뉴질랜드 DSA 그리고 직접판매 세계연맹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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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DIR그룹 회장 및 임직원 협회 방문
중국 직접판매 전문기업 DIR(Dream Into Reality)그룹의 회장 및 임직원이 협회에 방문하여 어원경 전무이사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DIR그룹은 2004년부터 중국
직접판매 관련 컨설팅 및 미디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중국 직접판매 전문잡지 ‘Network Marketing’
을 발행하는 호프미디어를 비롯하여 컨설팅사업, 직접판매통계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글로벌 직접판매 박물관 사
업 등 총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국유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석
협회는 10월 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유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유통분야의 전문
가들과 함께 했다. 내용 중에서 특히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김진봉 변호
사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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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아 · 태 소매업자대회(필리핀 마닐라)
협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SMX 컨벤션 센터에서 ‘Asia Fast Forward’ 라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아시아 태평양 소매업자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통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7개국이 함께하고 3,000여
명(해외 참가자 약 1,500명)의 주요 유통기업 CEO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유통올림픽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약 220여 명의 대표단 규모로 참석하였다. 이날 기조 연설은 특별히 필리핀 아키노
(Benigno Simeon C. Aquino Ⅲ) 대통령이 맡아 의미가 있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세션에서 ‘주요 유통
기업 CEO 및 전문가의 경영전략 및 전망’ 을, 분과 세션에서 ‘주제별 전문가들의 업계 현황 및 상세 경영기법 논
의’ 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밖에 유통정책포럼에서 ‘아  태지역 유통산업 공생발전 방안’ 을 논의하
였다. 이 대회는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아  태지역의 다양한 유통관계자와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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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9일에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류제천 회장이 재선임
되고, 뉴스킨코리아㈜ 권영동 감사가 선임되었다. 앞서 1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협회 상임임원 어원경 전무이
사의 부회장 승진 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협회는 2016년 사업계획안으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가 발주 예정인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
구 ’ 용역 입찰 참여, 그리고 호주 개최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 참여 등을 발표하였다.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추진 안으로 첫째, 다단계판매업계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
체용어 선정, 둘째, 청약철회기간의 합리적 재조정, 셋째, 취급재화가격 상한 개선, 넷째, 후원수당지급 상한 개
선, 마지막으로 신종 불법 피라미드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방안 검토 등이 있었다. 이 중 청약철회기간, 취급
재화가격, 그리고 후원수당지급 상한과 관련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함께 한국유통법학회를 최종 용역업
체로 선정하여 2016년 3월 31일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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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유통법학회 2016년 공동 학술대회
협회는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
하였다. 학술대회는 우측 일정과 주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회원사와 관
련된 여러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6월 16일과 17
일에는 하계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날에는 한국 유통산업의 글로벌화
를 위한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각 유통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사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당 협회의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직접판매 유통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후원수당 자체에 대한 규제, 특히 기준 변경 시 판매원 전원에게 3
개월 전 통지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11월 4일에
는 한국유통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최한 2016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주요 주제는 유통분야
에 대한 규제 기준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며, 향후 법 규정이 나아갈 방향

█ 일시 :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801호(조명덕 홀)
█ 주최 : (사)한국유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유통규제와 소비자보호”
제1주제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발표 : 최영홍 교수(고려대학교 법전원)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전원)
제2주제
<온라인 불법피라미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발표 : 문상일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 토론 :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제3주제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 효과에 관한 입법론;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토론 : 김중길 박사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제4주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의 화물상환증(선하증권)의 효력>
◻ 발표 : 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법전원)
◻ 토론 : 박영준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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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DSA Annual Meeting & WFDSA 아 · 태 APP
협회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진행된 호주 직접판매협회 세미나 및 아시아 지역 협회 성과
및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매년 진행되는 호주 직접판매협회 세미나는 3월 6월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협
회는 본 행사에 참여하여 호주 내 직접판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향후 호
주와 뉴질랜드 내 직접판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한국 직접판매 시장의
현황 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에 대해서도 호주 직접판매협회와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진행된 아시아 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에는 아시아 국가 협회 관계자와 직접판매
세계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이슈와 정보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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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
협회는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개 모집하여
201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두 차례의 공고를
통해 (사)한국유통법학회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사례를 통해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
선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을 개선하고, 둘째,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다
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조사  연구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가 다단계판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입법적 개
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
다. 이밖에도 신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위
한 입법 연구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 피해예방 교육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노인층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 요청을 받아 관련 인쇄물의 배포 및 홍
보활동을 하였다. 특히 서울시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부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포 및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및 직판  특판조합과 함께 논의하였던 취약 계층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안에
따라 5월 24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의 주요 노인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크
게 고령소비자 피해유형, 피해예방, 피해발생 시 구제 및 신고 방법 등이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여러 재미있는 영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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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직접판매 전문 컨설팅
회사 DIR 그룹 협회 방문
10월 14일, 중국 직접판매 전문 잡지 발행
및 직접판매 컨설팅 회사인 DIR그룹이 협
회를 방문하여 한국 내 중국 진출 기업들
을 돕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와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
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연
구에 참여한 책임연구원은 어원경 직접판매협회 상근부회장
을 비롯해 정순희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성구 숙명여
대 산학협력단 교수 등이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단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실태
점검은 물론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연구내용은 ‘다단계판
매업체들의 보상플랜 및 판매원 관리 규정 실태 파악’ , ‘보상
플랜 및 판매원 규정 관련 해외 사례연구’ ,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등이다.
연구원으로 참석한 한국직접판매협회 이효돈 차장은 “2004
년 9월 경희대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수행한 ‘다단계 판매에 있
어서의 후원수당의 지급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후 12년 만에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그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직접판매협회
는 직접판매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법률 시행안 개정을 위해 다각도
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신종 불법 피라미드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방안 검토를 위해서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꾸준히 논의해 법률 전문가 등에 의한 연구 진행은 물론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154

직접판매화보집 6.indd 154

18. 4. 17. 오전 11:44

2016

■ 중국 직접판매산업 규정과 발전 국제 세미나
협회는 중국의 정부기관인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 집행국 상하이 지부 주최로 열린, ‘중국 직접판매산업 규
정과 발전 국제 세미나’ 에 초청 받아, 협회 회장사인 ㈜아모레퍼시픽 법무팀의 김진봉 변호사와 부회장사인 애
터미㈜ 해외사업부의 오승유 변호사와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였다. 세미나는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상하
이에서 진행되었으며 9일과 10일에는 각각 중국 내 우수 직접판매 기업인 중국암웨이와 롱리치 본사를 방문하
였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직접판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직접판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강구한 의미 있는 행사로써, 중국 내 고위 공무원 그리고 주요 기업 대표
들뿐만 아니라 WFDSA 회장 더글라스 디보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직접판매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
리에 모였다.
155

직접판매화보집 6.indd 155

18. 4. 17. 오전 11:44

2017

■ 제25차 정기총회
협회는 2월 10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사는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박세준 전 협회장이 의장으
로서 개회를 열었다. 박세준 의장은 정치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직접
판매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격려할 만한 성과임을 강조하며, 올해에도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은 2017년 주요 사업으로 첫째, 직접판매산업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적극 홍보하면서 업계의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 언론홍보 및 불법업체 근절대책을 정부기관과 합
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둘째, 정부와 학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및 업계가 참여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셋째, 건전한 직접판매산업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넷째, 3년마다 개최되는 WFDSA의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정관 제1조 협회의 이름을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에서 ‘사단법
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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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이우동 회장 선출
협회는 정기 이사회에서 류제천 협회장이 ㈜아모레퍼시픽을 퇴직하여 협회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아모레퍼시
픽 Luxury BU 이우동 전무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협회 신규 입회는 ㈜셀트리온스킨큐어, ㈜웅진릴리에뜨, ㈜위아멘, ㈜메디소스, 포데이즈㈜, 직접판매공제조합
6개사이고, ㈜에이풀이 임원사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정기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아 협회 명칭을 ‘사
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에서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로 변경하였고, 정관 제11조 임원의 명칭을 전무
이사에서 상근부회장으로 변경하였다.

■ 국민의당 주최 유통협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
협회는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이
주관한 유통협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
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의원, 정무위 채이배 의원,
전문위원 이혁 등이 배석하였고 한국직접판매산
업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
협회, TV홈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온라인쇼
핑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157

직접판매화보집 6.indd 157

18. 4. 17. 오전 11:45

2017

주제

발표자

사회자(좌장)

토론자

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곽관훈 교수
선문대
법 경찰학과

최영홍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의 고
찰

정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경연

최영홍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판매법 내의
업태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 제고

임정하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다단계판매
용어 개정
필요성 검토

한상린 교수
한양대
경영학부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경종 과장(공정위 특수거래과)
어원경 상근부회장(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윤철한 국장(경실련)
한경종 과장(공정위 특수거래과)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과)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
박세준 대표이사(한국암웨이 주식회사)
박한길 회장(애터미 주식회사)
장지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
협회는 3월 23일에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와 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제도의
큰 틀이 만들어진 것이 벌써 25년 전의 일이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현 시
점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법제적 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오래
된 법과 제도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작용이 개선되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완화된다면, 이
미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유통산업에 새로운 확장성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 토
론자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한경종 과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업계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판매원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규제 완
화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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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DSA 아 · 태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UAE 두바이)
협회는 3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직접판매 세계연맹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
회 성과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WFDSA의 타뮤나 가빌라이아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라는 용어
가 판매원 수당 지급 방식(Compensation plan)의 한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의 유형을 구분하는
역할로써 부적절하므로, 그 대체 용어로 ‘직접판매’ 를 사용하고 그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이
런 내용은 국내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고민이 이루어졌던 터라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산학 연계를 통해
직판산업의 수준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과 WFDSA가 강조하는 글로벌 윤리강령 및 제반 규정에 대한 사
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회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유럽 및 남미 협
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방문판매법 개정안 추진
협회는 9월 26일 이사회에서 아래 세가지 내용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
다.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의 전자문서화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 ▷방문판매원의 소비
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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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WFDSA 세계대회 참가(프랑스 파리)
협회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회 WFDSA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3년마다 열리
는 직접판매업계의 전 세계적인 행사로 올해는 60여 개국의 대표단과 다단계판매 및 유관업계 약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WFDSA는 지난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덕 디보스 암웨이 회장에 이어 매그너스 브랜스트롬
(Magnus Branstrom) 오리플레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협회는 신임 회장을 비롯해 각국 직접판
매 관계자 등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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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스트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
접판매 세계연맹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디
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직접판매는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함께 목적을 달
성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래를 소유하라(Own the Future)’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계대회에서 ‘Y세대’ , ‘소비와 유통의 진화’ , ‘성공
적인 디지털 전환’ , ‘협업 경제’ , ‘유럽에서의 성공’ , ‘미래의 기업’ 그리고 ‘직접판매에 연관된 도구들과 소셜 미디
어’ , ‘직접판매의 미래’ 등 우리 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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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아 · 태 소매업자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협회는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8회 아시아 태평양 소매업자대회에 참
석하였다. 올해에는 ‘변환, 독창성과 그 이상(Transformation, Creativity & Beyond)’ 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
하여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터키 등 12개국에서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각 국의 소비시장 리포트를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 디지털 환경, 전자상거래의 성장
이 전통적 소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이용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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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해외진출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협회는 1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 세
미나에 참석하였다. 중국, 미국, 동남아, 인도 등의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직에서 법률 상담을 하
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발표에 참여
하였다. 발표에는 글로벌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과 신속한 재판이 가
능한 국제중재재판 사례가 소개되었고, 한국의 서울이 국제중재재판에서 선호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인 성과도 높게 나타나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이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되었다.

■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회장 및 회원사 협회 방문
협회는 12월 18일 말레이시아 협회 회장인 다툭탄(Da Tuk Tan)과 로렌스(Lawrence) 아 · 태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 11명의 방문을 맞았다.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임원과 회원사로 구성된 방문단은 향후 인센티브 여행 및
컨벤션 등의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978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직판협회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업무교류를 위한 소
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협회는 세계 직접판매산업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현
황, 관련법 내용 등을 프레젠테이션하였으며 2018년에 예정된 WFDSA 아 · 태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의 한국 유
치와 연관하여 로렌스 아 · 태협회 자문위원과 일정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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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2018.04.12 기준

실시간 환불 안심 시스템

829만 소비자와 회원이 함께 쓰는 다단계판매 제품들,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제품이라면 3개월까지
환불기간이 보증됩니다.(등록판매원의 경우)
이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직접판매공제조합

유통에 믿음을 더합니다

소비자 유통의 힘!

가입을 꼭 확인하세요.

공제보증

한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불법 피라미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00만원)
여러분의 제보가 불법 피라미드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맥앤코광고_210X277_0416.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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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층
TEL 02-566-1202
직접판매공제조합

FAX 02-566-0265

www.mac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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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sa.or.kr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안심하고
시작하세요!
특판조합광고

시작을 불안해하는 당신의 마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건전한 거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공제보증시스템 : 예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업체로부터 담보로 받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금으로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공제금 지급

. . .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2002년12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뿐이며, 양
공제조합 중 한 곳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최종소비자판매비
중 70% 미만)는 불법 업체입니다. 시작 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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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부

(주)아모레퍼시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TEL : 02-709-5114

이우동 Luxury Bu 부문장
www.amorepacific.com
회사설립일 : 200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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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웨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삼성동, 아셈타워)
TEL : 1588-0080

김장환 대표이사
www.amway.co.kr
회사설립일 : 198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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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 중앙일보빌딩 11층~17층
TEL : 1588-5200

이해선 대표이사
www.coway.co.kr
회사설립일 : 1989. 5. 2

1989년 5월 2일 설립된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생산하는 생활환경기업으
로 대한민국 환경가전시장의 대중화, 전문화, 고급화 트랜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뉴스킨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6길 6(삼성동)
TEL : 1588-1440

조지훈, 권영동 공동대표
www.nuskinkorea.co.kr
회사설립일 : 1996. 2

뉴스킨코리아는 첨단 과학과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스킨 케어 브랜드 뉴스킨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직접판매회사입니다.

한국허벌라이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논현동86-8, 아이캐슬빌딩)
TEL : 1588-7577

정영희 대표이사
www.herballife.co.kr
회사설립일 : 1996. 7. 18

한국허벌라이프는 1996년에 설립, 식사대용/체중조절용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 헤어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
습니다. 현재 수만 명의 디스트리뷰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형 웰니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엘지생활건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LG생활건강
TEL : 080-023-7007

차석용 대표이사
www.lgcare.com
회사설립일 : 2001. 4. 1

1947년 LG그룹의 모태인 럭키화학공업사로 설립되었으며, 치약, 비누,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분야와 기초, 색조 등
화장품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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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부

애터미(주)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2-101(금흥동)
TEL : 1544-8580

박한길 대표이사
www.atomy.kr
회사설립일 : 200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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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웅진씽크빅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TEL : 1577-1500

윤새봄 대표이사
www.wjthinkbig.com
회사설립일 : 198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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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니베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8 에코넷센터(성수동2가 302-4번지)
TEL : 02-463-3100

이병훈 대표이사
www.univera.com
회사설립일 : 197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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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앤알커뮤니케이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3층(이의동)
TEL : 016-1530

성호종 대표이사
www.nrcom.com
회사설립일 : 199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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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교원내외빌딩
TEL : 1577-6688

장평순 대표이사
www.kyowon.co.kr
회사설립일 : 198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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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트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2(역삼동) 앨트웰빌딩
TEL : 1588-2161

고중균 대표이사
www.altwell.co.kr
회사설립일 : 198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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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직접판매화보집 6.indd 167

18. 4. 17. 오전 11:45

회원사 명부

(주)코리아나화장품

유학수 대표이사
www.coreana.com
회사설립일 : 1988. 11. 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2길 6
TEL : 031-7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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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슬러코리아(주)

김정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8층(논현동, 논현빌딩)
TEL : 02-3453-4100

www.fissler.co.kr
회사설립일 : 199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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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건강생활(주)

여익현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빌딩)
TEL : 080-022-0085

www.pulmuoneha.co.kr
회사설립일 : 198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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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매나테크코리아

박용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KTB네트워크 빌딩
TEL : 1600-0087

www.mannatech.co.kr
회사설립일 : 200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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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시티코리아(유)

바비 김 북아시아 부사장 / 록키스마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3층
TEL : 02-3450-1800

www.makelifebetter.co.kr
회사설립일 :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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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리케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12층(삼성동 도심공항타워)
TEL : 02-2016-7770

김희나 대표이사
www.marykay.co.kr
회사설립일 : 2000. 7. 18

1963년 ‘꿈의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메리케이 애시 여사에 의해 설립된 미국 최대 방문판매화장품 회사인 메리케
이는 독특한 문화와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34개국에 진출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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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부

(주)에이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E&C 드림타워 2층 전관
TEL : 02-2628-0555

신지윤 대표이사
www.afull.co.kr
회사설립일 : 2006. 12. 11

(주)에이풀은 母회사인 (주)현성바이탈(대표이사 신지윤)에서 생산되는 균형생식환 등의 생식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수소수기 등 10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로서 순수 국내산 농산물 원료로 제조한 “생명의 씨앗균형생식
환”을 통하여 불균형 식생활로 고통 받는 현대인의 건강을 ‘균형 잡힌 식생활로 개선’하는 식생활 개선의 선두기업
입니다.

(주)투에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3
TEL : 1688-1313

안중현 대표이사
www.toever.co.kr
회사설립일 : 200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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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이리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14층
TEL : 1577-2770

김석범 대표이사
mall.hiliving.co.kr
회사설립일 : 199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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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트리오
경기도 과천시 돌무개길 23-3(주암동, 수성)
TEL : 02-504-1301

성경윤 대표이사
www.trio21c.co.kr
회사설립일 : 198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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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159
TEL : 043-870-6000

한택상 대표이사
semosl.fusae.com
회사설립일 : 1995. 9. 1

1979년 창립하여 세모스쿠알렌과 알콤시글리세롤, 스무스 등의 건강보조식품류와 새잎새 브랜드의 종합 화장품
류, 원적외선 대자리매트를 주종으로 하는 건강기기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의 해외법인을 운
영하며 완구와 의류, 그리고 발명특허품인 종이비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얄퀸클럽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15(양재동6-15, 로얄퀸클러하우스)
TEL : 02-571-1201

송영소 대표이사
www.cyvac.com
회사설립일 : 199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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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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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김종성 대표이사
www.tupperware.co.kr
회사설립일 : 1997. 1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3층
TEL : 02-327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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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장품(주)

이용준 대표이사
www.ihkcos.co.kr
회사설립일 : 1962. 3.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88번지, 관정빌딩)
TEL : 080-023-2221

한국화장품은 1962년 창업 이래, 50년간 인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사회적 명성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회사입니다.

청호나이스(주)

이석호 대표이사
www.chungho.co.kr
회사설립일 : 2001. 8.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나이스빌딩
TEL : 158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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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전커머스

이영복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B동 1310호
TEL : 02-539-5390

www.onejon.co.kr
회사설립일 : 199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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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에스그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34 7층(충무로 5가 지암빌딩)
TEL : 02-2277-6789

이동수 회장 / 이승근 대표이사
www.spirulina.co.kr
회사설립일 : 2000. 12. 13

국내 최초의 스피루리나 전문 기업으로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사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자회사인 이에스바이오텍을 설립하고 R&D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춤과 동신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직한 제품만을 생산, 판
매할 것입니다.

(유)4라이프리서치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잠실동, 제이타워 14층)
TEL : 02-553-8007

이태훈 대표이사
www.4lifekorea.co.kr
회사설립일 : 200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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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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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김혜련 지사장 / 데니얼노먼 대표이사
www.synergyworldwide.com
회사설립일 : 1997. 5.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07 코니빌딩
TEL : 02-56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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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모린다(유)

케리아세이 대표이사
www.morinda.com/ko-kr
회사설립일 : 2002. 7.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삼성빌딩 4~5층
TEL : 080-8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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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진화장품

강정희 대표이사
www.ihwajin.co.kr
회사설립일 : 2002. 4.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6층
TEL : 1577-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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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코리아(유)

에이단 조지 오헤어 대표이사
www.foreverkorea.co.kr
회사설립일 : 1988. 11.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디타워 901호
TEL : 02-58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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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김충훈 지사장 / 짐브라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층(역삼동, 서울인터내셔널타워)
TEL : 02-2192-7300

www.usana.com
회사설립일 : 200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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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린피아코스메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58(잠실동 294-19, 연두빌딩)
TEL : 02-546-0651

김기원 대표이사
www.gpia.co.kr
회사설립일 : 1992. 12. 22

자연을 테마로 한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공급하여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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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GC라이프앤진

오세한 대표이사
www.kgclifengin.com
회사설립일 : 2003. 9.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빌딩 12층
TEL : 2166-7771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은 KT&G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KGC인삼공사의 세계 최고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
로 하는 종합 건강 생활기업입니다.

(주)다판다

변기춘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10, 1층, 2층(역삼동, 영창빌딩)
TEL : 02-3458-8114

www.dapanda.co.kr
회사설립일 : 200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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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생활화장품

안봉락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75-44 2층
TEL : 02-352-3093

회사설립일 : 2004. 12. 5

중국에서 한중 합작으로 설립된 신생활유한공사의 한국 지사로 우수한 기술의 한국 상품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
에서의 기업 활동을 보좌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대교

박수완 대표이사
www.daekyo.com
회사설립일 : 1976. 7. 9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TEL : 080-2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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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브퓨어코리아

안재식 지사장/ 대런호그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0~11층 (역삼동 나래빌딩)
TEL : 02-2055-2191

www.livepure.co.kr
회사설립일 : 2008. 1. 9

리브퓨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2008년도 1월 한국지사가 설립된 회사로 건강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에이씨앤코리아(유)

최익성 지사장/ 데이비드 리차드 메리맨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7층
TEL : 1688-9800

www.acnkr.co.kr
회사설립일 : 201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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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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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정문알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5(서초동 1580-10)
TEL : 080-022-9191

최연매 대표이사
www.aloe.co.kr
회사설립일 : 197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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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83
TEL : 02-2186-6300

홍혜실 대표이사
www.maiim.co.kr
회사설립일 : 199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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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더블유엘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층)
TEL : 02-3675-9190

후앙 반 친 대표이사
kr.bwlgroup.com
회사설립일 :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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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애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808호(상대원동 333-7
금강 펜테리움IT타워)
TEL : 1577-1401

김기수 대표이사
www.miev.co.kr
회사설립일 : 2003. 10. 6

(주)미애부는 2003년 설립된 친환경, 무합성발효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최고의 무합성발효과학을 지향
하며,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프리즘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길 10(등촌동, 에띠임본관)
TEL : 1661-5884

김두환 대표이사
www.prism-int.co.kr
회사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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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1(삼평동656 삼도타워 8층)
TEL : 1577-2107

황성주 대표이사
www.erom.co.kr
회사설립일 : 1999. 5. 31

(주)이롬은 ‘인간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기업 이념과 정도경영, 고객섬김경영, 미래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
지고 예방의학의권위자인 황성주 박사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된 건강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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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잭타

고도영 지사장 / 러셀 에드워드 홀 대표이사
wwwkr.enzacta.com
회사설립일 : 2006. 5.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9층(역삼동, 동경빌딩)
TEL : 02-56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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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녹십초

박광수 대표이사
www.noksibcho.com
회사설립일 : 1979. 7.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33-1(독산동)
TEL : 02-896-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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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니코리아(주)

마이클 조브레쉬어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동143-37, 현대타워5층)
TEL : 2187-2900

www.kyani.net
회사설립일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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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에스엘제약

주기영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905호(가산동, SJ테크노빌딩 905호)
TEL : 02-3430-2800

www.g-sl.co.kr
회사설립일 :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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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안코리아(주)

김정우 대표이사
www.ruankorea.co.kr
회사설립일 : 2012. 4.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5 4층
TEL : 166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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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

로버트 알톤 파커 주니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5길 35, 2층 (역삼동, 케이큐브타워)
TEL : 1661-0902

worldfamilyenglish.co.kr
회사설립일 : 2011. 4. 2

1978년 출범한 월드패밀리 영어교육은 1992년 대만에 진출, 현재 17만 명에 이르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1997
년부터 홍콩에도 진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영어 교육사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 드디어
35년간의 든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의 어린이들과 부모님께 최고의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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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심안빌딩 8층, 15층
TEL : 1599-7749

웬디 루스 루이스 대표이사
www.jeunesseglobalkorea.com
회사설립일 :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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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 타워 1층
TEL : 02-2222-2900

조민호 대표이사
www.seacretdirect.kr
회사설립일 :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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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프로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2길 7
TEL : 1899-1841

차상복 대표이사
www.aphrozone.com
회사설립일 :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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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엠글로벌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4층 (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TEL : 02-1670-3362

이현규 대표이사
www.jmtop.co.kr
회사설립일 : 2014. 8. 3

제이엠글로벌코리아(주)는 2014년 8월에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최고(Best)를 넘어 유일함(Only)을 목표로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1인 기업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 가치창조 및 성공모델을 제시합니
다. 또한, 좋은 제품, 좋은 시스템으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JM Global Korea는 중국 JM그룹과 투자계약을 시
작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AJ렌터스(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TEL : 1588-1997

반채운 대표이사
www.ajrentus.co.kr
회사설립일 : 2015. 4. 1

에이제이 렌터스(AJ Rentus) 주식회사는 렌탈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AJ그룹 계열사 중 가장 앞서 B2C
소비재를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렌탈로 경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을 목표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16년 1월 인천 송도 전시장을 개장하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인
체공학적으로 설계된 110년 전통의 매트리스 명가 킹스다운(KINGSDOWN) 브랜드를 중심 제품 군으로, 렌탈 분야
의 선두주자인 AJ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트리스의 위생 관리 및 정기적 커버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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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릭스코리아(주)

우진희 지사장 / 제프리예이츠 대표이사
kr.ariix.com
회사설립일 : 2014.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대치동, 다봉타워빌딩 5층)
TEL : 1800-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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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쿱(주)

서정훈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2(서초동)/ 본사: 전라북도 남원시 함파우길 23(어현동)
TEL : 02-555-6009

www.gcoop.com
회사설립일 : 2015. 7. 1

지쿱 주식회사는 친환경 세정제, 화장품, 그리고 유아용 제품 ‘스노우베이비’ 등을 비롯하여 최종 대사 사포닌
Compound K가 들어가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인삼사포닌 건강식품 ‘CK밸런스H’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제너
럴 바이오의 유통 판매망으로써, 2015년 6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 순수 국내 직접판매회사입니다.

더휴앤컴퍼니(주)

류석우 대표이사
www.huencompany.com
회사설립일 : 1993. 10.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8길 18(역삼동 670) 영빌딩
TEL : 02-556-0458

더휴앤컴퍼니 주식회사는 1993년도에 법인을 설립한 이래 1999년 1월, “21세기포유” 로 종합유통회사의 면모를 갖
추었으며, 닥터큐화장품 5종으로 창업해 현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 1월 류석우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
서 현재 더휴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나라이트코리아(주)

김상래 지사장/ 찬키칭 대표이사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1(용계동)
TEL : 080-896-8888

www.winalite.co.kr
회사설립일 : 2008.6.27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는 중국 홍콩에 있는 위나라이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마케팅 유한회사의 한국지사로
국내에는 2009년에 진출했습니다. 주력제품인 라라문 생리대를 비롯해서, 지난 2013년도에는 ㈜운화의 식물줄기
세포 분리. 배양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윈스킨 화장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WIN Cafe 시리즈,
그리고 라라문 물티슈, 장 건강을 위한 데이톡스,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위나더블파워 등을 출시해 판매
하고 있습니다.

(주)더워커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2013호(수서동, 수서현대벤처빌)
TEL : 1522-2972

민창기 대표이사
www.theworkers.kr
회사설립일 : 2016.4.12

더워커스는 맑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1인 창조기업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고자 하며,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화된 제품을 바탕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해안심층암반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비타민을 선택할 수 있는 앱도 개발 예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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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나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 신나라빌딩 1층
TEL : 031-252-3388

이기범 대표이사
sinnara.net
회사설립일 : 2009.12.2

주식회사 신나라는 최고의 기능성 신발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직
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신나라가 판매하고 있는 신발의 기원은, 2005년 신광준 개발자
가 발명한 에스엠티코리아의 조깅신발을 통해 2009년도 혹달린신발을 개발하였으며, 미국 FDA에 정형교정 신발
로 등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혹달린신발 깔창발명특허를 획득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신나라와 독점판매 유통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스킨큐어빌딩
TEL : 1588-8829

서진석 대표이사
www.celltrionskincure.com
회사설립일 : 200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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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웅진릴리에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4층
TEL : 1566-3330

정윤호 대표이사
www.theliliette.com
회사설립일 :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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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메디소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8, 15층
TEL : 1544-0801

원한진 대표이사
www.medisos.co.kr
회사설립일 : 2016. 7. 14

메디소스는 현대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주고자 탄생한 기업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토탈 라이프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 풍요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메디소스는
차별화된 비전과 우수한 제품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에이필드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23층
TEL : 1833-5002

이종현 대표이사
www.apyld.com/index.do
회사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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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
품인 R3 시리즈와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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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명부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연봉빌딩 8층
TEL : 02-2051-8833

송국주 지사장 / 왕웬친 대표이사
www.totalswisskorea.com
회사설립일 :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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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젬마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4 2층
TEL : 02-1899-4765

이우종 대표이사
www.gemmakorea.com
회사설립일 :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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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아동출판협회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91 중앙입시교육연구원 2층
TEL : 031-943-5097

이병수 회장
http://kcbpa.kr
회사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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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층
TEL : 02-566-1202

어청수 이사장
www.macco.or.kr
조합설립일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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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에이스빌딩 5층
TEL : 02-2058-0831

유재운 이사장
www.kossa.or.kr
조합설립일 : 2002. 1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다
단계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불법업체로부터의 소비자 피해 예방 활
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회원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공제조합이 신뢰를 얻고 다단계판매가 건
전한 유통방식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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